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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사회와 정책이 급변하는 현 시대에 발맞춰 서울시에서도 유연한 행

정대처가 필요하나, 일부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부서 간 칸막이, 불

명확한 역할 및 책임 등으로 인해 시기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원활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절차

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부문에 대한 행정혁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한편, 글로벌화되는 세계에서 서울시정도 대도시 내부에만 초점을 

두는 시정에서 탈피해, 서울시의 도시경쟁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한

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이 연구는 2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서울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① 행정절차상 절차를 개선하여 업무상 패스트트랙을 실현할 수 있

도록 행정혁신방안을 연구함

- ② 글로벌 차원에서 도시경쟁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비전 및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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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결과

2 1 행정절차 개선을 위한 방향 및 세부 방안

◦ 최근 행정지연과 관련한 주요 이슈는 ① 인․허가 지연. ② 업무연계 

미흡, ③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 등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이슈의 

대표사례에서 쟁점사항을 도출함.

① 인․허가 지연

“건축물의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 주요 쟁점사항은 3가지로, 건축

심의 및 사전영향평가의 상호 독립적 수행의 불합리성 존재, 합의단

계 부재에 따른 사업지연 발생, 건축심의 및 사전영향평가 진행사항 

공개 미흡 등 임.

“산업입지 지원 업무”는 지구지정과 진흥계획을 이원화하여 운영됨에 

따라 절차상 업무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② 업무연계 미흡

서울시는 부서 간 융합행정 촉진의 일환으로 온라인 협업관리시스

템인 ‘상생협력의 장’을 2014년 7월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의 낮은 이용 참여율과 협업실적과 인사·평가 시스템과의 연계 미

흡, 융합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전담체계 부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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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의 불명확해, 주무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

를 산하기관에 전가하여 업무절차의 지연 등 시행착오 발생, 담당주

체의 전문성 부재로 인한 업무처리가 지연, 다양한 기관이 상호 연계

되어 추진하는 업무에서 주무부서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수행 미

흡 등의 한계 존재

2 2 서울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리더십 구축

◦ 글로벌 도시경쟁력에 관한 다양한 평가체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현

재 서울시는 주요 경쟁력 평가에서 6위∼14위를 기록

-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은 세계도시경쟁력평가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Index) 10위(2012년), 세계경쟁도시지수(Global 

Power City Index) 6위(2013년), City of Opportunity (PwC) 14위

(2014년)을 기록

◦ 도시경쟁력 평가는 모두 다수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연

구에서는 전략적 차원을 고려해 3개 분야로 평가지표들을 대별하여 

분석하였음

① 경제력 지표(경제분야 지표) 분야

② 삶의질 지표(사회분야 지표) 분야

③ 국제교류 지표(국제분야 지표) 등 

◦ 서울시의 경우, 경제력 지표(경제지표) 분야와 국제교류 지표 분야는 

경쟁우위를 보이는 반면, 삶의질 지표(사회지표) 분야가 경쟁열위를 

보이고 있음

- 주요 경쟁력평가들을 살펴보면, 경제력 지표의 경우 R&D환경, 인재확

보 용이성, 소프트웨어 개발·디자인, 디지털경제, 창업용이성 등이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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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경제자유도 수준, 정치·경제환경에 따른 사업위험지수 등은 

취약지표에 해당

- 국제교류 지표는 국제컨벤션 개최건수, 국제교통인프라(항공) 등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컨벤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인프라는 다소 취약 함

․ 관광객 수, 관광객 쇼핑과 외식 만족도 등 국제 교류·관광 관련 서비

스 질도 약점 

- 삶의 질 지표는 주거질(임대료 등), 의료수준, 수질 및 대기오염, 도

시안전(재해, 안전사고, 범죄 등), 문화예술환경 등 전반적으로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세부 평가지표

GPCI(모리기념재단) City of Opportunity(PwC)

경제력
지표

(경제분야
지표)

강점

연구자 수·연구개발비
산업재산권(특허) 등록 수
세계상위300대기업 수
BS산업 종사자  ·우수인재 확보용이성

초고속데이터망
SW개발·디자인
디지털경제·창업용이성
경제서비스분야 고용

취약
경제자유도 수준 ·평균임금수준
정치․경제환경에 따른 사업위험지수

사업운영위험도·지재권 보호
외국인연구자 지원

국제교류
지표

(국제분야
지표)

강점
국제컨벤션 개최건 수
해외방문객 수·국제항공 승객 수
국제선 직항편 취항도시 수

세계100위 공항
비자면제국가 수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수

취약
관광객 쇼핑만족도 및 외식만족도
문화역사 전통 접촉기회
호텔 수 및 고급호텔 객실 수

외국인관광객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구분 세부 평가지표 (GPCI, 모리기념재단)

삶의질
지표

(사회분야
지표)

강점 대중교통 시스템 및 정시성 통근 소요시간

취약
평균 주택임대료·외국인거주민 수
인구 대 의사 수·교통사고 사망자 수
인구 대 살인자 수·도심-공항 접근성

극장콘서트홀 수 ·예술창작환경
수질, SO2, NO2 농도
도심부 녹피상황·재해취약성
재생에너지 이용율

◦ 상기 평가결과를 고려해, 경쟁력강화를 위한 체계적 전략을 모색하

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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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건의

3 1 행정절차 개선을 위한 방향 및 세부 방안

◦ 첫째, 인허가 지연에 대한 개선방향은 ‘행정절차의 합리적 개선’이

며, 이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5가지 방안을 도출함.

- 건축심의 및 3대 사전영향평가 합동심의회 운영

- 합동심의 전 각 분야의 소위원회 운영

- 건축심의 및 사전영향평가의 정보공개 확대

- 산업입지 선정 업무의 지구지정·진흥계획심의 공동심의

- 지구지정·진흥계획심의 상 중복 절차 및 내용 통합

◦ 둘째, 업무연계 미흡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융합행정 시스템 구축’

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3개 세부방안 도출.

- 현 협업시스템인 ‘상생협력의 장’ 기능개선

- 융합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사·평가시스템 개선

- 융합행정 추진 및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 셋째,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에 대한 개선방향은 ‘업무상 역할 및 책

임소재의 명확화’로서, 이에 따른 2개의 세부방안 도출.

- 역할 명확화 및 업무전문성 조사를 위한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 작성

- 업무지연과 평가시스템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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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전략 추진방향

◦ ① 현재의 종합계획(master plan) 성격의 도시경쟁력 방안을 현재 

계획 및 시정 주요 사업 가운데 실행가능하고, 전략적 효과가 큰 방안

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계획(Strategic Plan)으로 전환

◦ ② 전략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선 6기 맞춤형 지표대응전략을 모

색하도록 함

◦ ③ 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효율적 도시경쟁력 관리체계를 구축

하여 전담체계를 강화하고, ‘전략관리’를 위한 “경쟁력강화합동회

의”를 운영하면서 주기적 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글로벌도시경

쟁력강화 백서’ 등을 발간하도록 함

1) 창조형 도시경쟁력 강화전략: 3대 전략 8대 추진과제 20대 추진방안

◦ 경제력지표 강화를 위한 ‘서울형 창조경제 육성’ 전략 

◦ 경제력 지표 분야 강점지표의 지속 강화 방향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3대 추진과제 핵심으로 하는 “서울형 창조경제 육성 전략” 추진 

① 서울형 창조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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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글로벌 창조인재 유치·양성 

③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창업도시 조성(‘굿스타트업 서울’ 프로젝트)

◦ 삶의 질 지표 개선을 위한 ‘글로벌 창조도시 조성’ 전략 

◦ 삶의 질 지표(사회지표) 분야 약점지표의 획기적 개선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3대 추진과제를 근간으로 하는 “글로벌 창조도시 조성 전략” 추진 

① 글로벌 정주여건 지속적 개선 

② 글로벌 기업·인재가 선호하는 스마트 도시환경 구축 

③ 도시의 문화·창조활력 제고

◦ 국제교류 지표 향상을 위한 ‘글로벌 도시외교 활성화’ 전략 

◦ 국제교류 지표 분야의 강점지표 고려시, 다음과 같은 2대 추진과제

를 근간으로 하는 “글로벌 도시외교 활성화 전략” 추진 

① 국제적 수준의 MICE인프라 확충 

② 서울시 주도의 도시 간 글로벌네트워킹 구축·활성화

- 추진과제 중 “② 도시 간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활성화”는 서울시가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핵심 요소로서, 세부 전략적 방안 구체화 

필요

2) 서울의 위상제고와 글로벌 리더십 강화

◦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핵심전략의 하나인 ‘글로벌 리더십 창출’은 

글로벌 사회의 질서를 구축하고 합리적 규범 확립을 선도하는 것임

◦ 서울이 이러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선제적 글로

벌 의제 설정’ 하에, 다음과 같은 “의제선도 전략”이 필요 

② 도시 간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강화

③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도시 간 소통 활성화)

④ 서울시 우수정책의 대외 확산(서울시 정책의 글로벌화) 

◦ 이를 위해 5대 “글로벌 전략어젠다”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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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EI 회장도시에 기반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전략을 논의함.

- ‘기후변화 대응’ 의제는 이미 ICLEI 내에서 다수의 정책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도 오랜 기간 논의해오고 있으므로 의제선

도전략의 대상의제에서 제외함

◦ 의제1: ‘깨끗한 물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의제선도 전략

- 주제별 네트워크인 ‘Sustainable Urban Water’(SUW, 가칭) 네트

워크 신설 

- 신설될 주제별 네트워크에 기반한 도시 간 국제교류프로그램 운영

- 수자원 분야 ODA사업 및 에너지 분야 ‘Local Renewables Model 

Communities Project’ 추진으로 서울시의 혁신정책 보급·확산

◦ 의제2: ‘글로벌 사회안전망 확충’ 의제선도 전략

- 도시 간 교류·소통 위한 ‘Asian Safety Cities Forum’(ASCF, 가칭) 

개최 추진

- ‘Asian Safety Cities Network’(ASCN, 가칭) 신설을 통한 아시아권 

도시 간 재해·재난 대응체계 확립

- ‘ICLEI City Talk’의 실질적인 지식교류 및 실시간 정보접근성 강화

- 선진적 도시안전 대응체계 공유를 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용

◦ 의제3: ‘초고령화사회 대응기반 구축’ 의제선도 전략

- 초고령화사회 문제를 향한 국제적 협의체로 ‘초고령화사회 시장회의’

(Mayors for post-aged society, 가칭) 결성



요약 및 정책건의 xi

- 초고령화사회 의제를 다루는 Wiki-type 온라인 정보시스템, 「Talk

ing on Aging」(가칭) 구축·운영

- 저출산·고령화 관련 서울시의 우수정책 발굴 및 홍보

◦ 의제4: ‘창조경제 육성 및 창조도시 조성’ 의제선도 전략

- 동아시아 주요 도시 시장 및 산학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글로벌 창조경제 국제포럼’ 운영

- 서울시 주도로 창조경제 육성 및 창조도시 조성을 공동 모색하는 ‘동

아시아 대도시 창조경제네트워크’를 구축

- 아시아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서울을 상징화하기 위해 ‘크

리에이티브서울페스티벌’(Creative Seoul Festival, 가칭)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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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의 개요

1 연구 개요

1 1 연구의 배경

◦ 사회와 정책이 급변하는 현 시대에 발맞춰 서울시에서도 유연한 행

정대처가 필요하나, 일부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부서 간 칸막이, 불

명확한 역할 및 책임 등으로 인해 시기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관광호텔 인·허가 지연, 잠실 롯데호텔 개장 지연, 어린이대공원 놀

이시설 개장 지연 등 발생

◦ 이에, 원활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절차

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부문에 대한 행정혁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한편, 날로 글로벌화되는 세계에서 서울시도 대도시 내부에만 초점

을 두는 시정에서 탈피해 서울시의 도시경쟁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강구해야 함

1 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상술한 여건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2가지 차원을 중심

으로 서울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① 우선 행정절차상 업무처리 지연 등 쟁점을 도출하고 업무상 패스

트트랙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함

- ② 글로벌 차원에서 서울시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책적 비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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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재설정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의 구성체계 및 방법 

2 1 연구의 구성체계

◦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서울시정의 행정처리에 있어

서 절차상의 합리적 개선 부분과 서울시정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상의 전략방안 부분으로 구분함

- 서울시정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상의 전략방안에 대해

서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도시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 

구축’으로 구성함

◦ 첫째, 서울시정의 행정처리에 있어서 절차상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주요 업무의 처리개요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쟁점사

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2장)

◦ 둘째, 서울시의 현재 도시경쟁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조사하고 각 경

쟁력지표에 대한 정책사업을 파악하여 전략을 도출함(3장)

◦ 셋째, 도시경쟁력 강화방안 중에서도 서울시가 글로벌 리더로서 영

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선도전략을 모색함(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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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연구방법

◦ 이 연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 검토, 

설문조사, 자문회의 및 외부 전문가 인터뷰 등을 진행함

◦ 기존 문헌 검토

- 행정절차상의 업무처리 지연사례 및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3년 

미해결 고충민원 분석, 행정절차 개선 관련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함

-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의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하여 각종 도시경쟁력 

지표의 최신발표 자료를 조사하고, 도시경쟁력 강화 관련 기존 연구

보고서 등을 검토함

◦ 설문조사: 서울시 본청의 건축‧교통‧환경‧문화‧복지 등 특정 분야 관

련 부서에 대한 대상업무, 업무처리절차, 고충민원, 다부서 협업 필

요업무 등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자문회의 및 외부 전문가 인터뷰: IT, 경영, 행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및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방안을 위한 자문회

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을 직접 면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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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정혁신을 통한 패스트트랙 구축전략

1 행정절차 개선을 통한 패스트트랙 실현

◦ 패스트트랙 실현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을 위한 대상업무로는 ‘건축

물의 인·허가 업무’와 ‘산업입지 지원 업무’를 대표사례로 선정

- 건축물 인·허가 업무: 절차 복잡성이 높은 대표적인 복합민원 업무

로 지속적인 인·허가 지연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산업입지 지원 업무: 대표적 산업입지 지원 업무인 ‘산업 및 특정개

발진흥지구 지정 업무’의 장기간(약 4년) 지구지정 절차 지연 

․ 이외 행정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업무 전영역에 대한 조사 필요

1 1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및 인허가 업무

1) 업무개요

◦ 건축허가는 건축주의 행위가 법령,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행

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감독하는 행위

- 서울시 허가업무인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신·증축(건축조례 제7조)과 관련한 업무를 대상으로 함

◦ 건축심의 및 인·허가 업무는 사전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인·허가의 

단계로 구성

- 건축심의 및 인·허가 업무의 단계로는 환경영향평가, 재난영향검토, 

건축위원회 심의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 건축허가신청 

→ 복합민원협의/관련기관 협의 → 건축 인·허가의 단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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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주요 내용

◦ [사전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시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임 

- 목적, 영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재해영향검토, 재

난영향검토로 구분됨

- 사전영향평가는 분야별 평가항목(일부 항목은 동일하거나 유사함), 

심의위원회가 존재하며, 분야별로 관련법 및 주관부서도 상이함(표 

2-1 참조)

구분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재난영향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건축물>
-단일용도건축물 20종
-복합용도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통합심의대상)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건축물>
-50층/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복합건축물
(11층 이상, 1일 
5천 명 이상 수용)

<개발사업>
-5만㎡ 이상 10만㎡   
미만 도시개발

-2만5천㎡ 이상 정비  
사업 등

<개발사업>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 보금자
리사업 등

<행정계획>
-도시기본계획, 개발  
  촉진지구 개발계획 등
<개발사업>
-5천㎡ 이상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등

평가
항목

7개 분야 120개 항목 14개 분야 50개 항목 8개 분야 40개 항목 표준 27개 항목

심의
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풀(Pool) 40명/9명
(외부38, 내부2명) 

풀(Pool) 60명/10명
(외부58, 내부2명) 

위원 24명/과반
(외부 18명, 내부 6명)

풀(Pool) 40명/10명
(외부27, 내부3명) 

관련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87.4월 시행)

환경보전법(’82.06 시행)
환경영향평가법
(’93.12 시행)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
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
한 특별법(’12.03 시행)

자연재해대책법
(’96.06월 시행)

주관
부서

교통정책과 환경정책과 도시안전과 하천관리과

표 2-1 사전영향평가제의 종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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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심의]는 건축물 신·증축 계획에 관하여 관련법령의 준수여부를 

사전심의 하는 제도로 건축허가신청 전 이루어지는 사전단계임

- 건축위원회는 18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매주 화요일 개최함

․ 교통영향분석 심의는 건축위원회와 통합심의 시행 중(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는 단계임 

- 세부절차로는 건축허가 신청 후 ‘기본여건 검토 및 현장조사’, ‘관련

부서(도시과, 건설과, 환경과 등) 및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 교육

청 등)과의 협의’ 절차가 있음

- 일반 건축물의 경우 7일(2층 이하, 1,000㎡ 미만)~30일(16층 이상, 

30,000㎡)의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소요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신·증축은 서울시장의 

허가대상

2) 주요 쟁점사항

◦ 건축허가 지연․장기화 문제는 주로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절차’ 과

정에서 나타나며, 세부적으로는 ① 건축심의 및 각 사전영향평가의 

독립적인 수행, ② 프로세스상 절차 지연 요인 존재, ③ 기타쟁점: 사

업진행사항 정보공개 미흡 등의 쟁점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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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건축물 인·허가 업무 관련 주요 쟁점

  

① 독립적 수행의 불합리성

◦ 건축심의 및 사전영향평가 시 상호 독립적 수행의 불합리성 존재

- 건축심의와 각 사전영향평가(교통 제외) 간 진행시기는 비슷하나 별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 각 사전영향평가 간에도 상호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각 분야에서는 심

의가 완료되었음에도, 타 심의결과로 인한 재심의가 이뤄지는 경우 존재

․ 교통영향분석 심의는 건축위원회와 통합심의 시행중(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건축․교통통합심의 시행 절차>
○ 2009년 1월부터 기존에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각각 받았던 건축심의와 교통대책심의

를 통합하여,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시 교통대책도 함께 심의를 받도록 함
 - 이로 인해 평가절차가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고 기간도 단축
 - 운영방식: 사업주(건축주)가 건축심의 신청시 교통영향개선대책 심의를 동시 신청, 소위원회 및 심의위원 

사전검토,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본위원회인 건축․교통통합심의 진행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구성내용
(본위원회)

<100인 이내에서 비상임위원으로 활용가능인력제(Pool) 운영>
‧위원장(1명): 주택정책실장
‧부위원장(1명): 주택건축정책관
‧내부위원(1명): 건축기획과장 
‧외부위원: 시의원, 학계, 산업계 등 건축 관련전문가 

구성내용
(소위원회)

‧기존소위원회: 5인 이상으로 구성 .
   -계획(3명), 구조(1명), 교통(1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이하 ‘리모델링 소위원회’라 함)추가
   -5~7명: 계획(3명), 구조(1명), 설비(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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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사업에 대해 건축심의 및 각 영향평가가 별도로 실시됨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편적인 평가만 이루어짐

-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건축심의 이후에 종료되어 사실상 건축심의

에 반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건축심의의 심의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사전영향평가의 심의기간은 협의통보기간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

가는 90일 이내, 교통영향 개선대책은 3개월 이내, 재난영향성검토

는 30일 이내로 각 법령에 규정

◦ 각 평가 및 심의의 평가항목 및 내용 중 중복요소 발생

- 각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는 유사한 평가항목 및 요소가 있으나, 평가

항목에 대한 연계·고려 없이 각 제도에서 독립적으로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음

-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진출입동선, 주차장 등의 항목이 건축심의 항

목과 중복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위락·경관, 일조장해의 경우 건축심의와 중복

되며, 재해영향검토와도 토지이용과 같은 일부 항목에서 중복 발생 

- 재난영향평가도, 건축심의 항목을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에 적

합하도록 보완·심화한 것에 불과하나, 별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복

검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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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기준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재난영향검토

-배치 및 평면계획(도로 및 

교통 체계, 경관 등)

-입면계획

-공개공지 등 외부 

 공간계획

-친환경 및 에너지 

-주차장

-지하층의 거실용도

허용기준

-피난‧방재계획

-진출‧입 동선

-가로와 교차로

-보행 및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교통안전

-교통정온화 대책

-주차장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물순환,지하수)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기상
-인구

-종합방재실 

-종합재난관리 체계

-내진설계 및 계측

-공간구조 및 배치계획

-피난안전구역 

-소방설비, 

-방화구획

-방연‧매연 및 재연

-발화 및 연수 방지

-재난 및 안전 관리

-방범‧보안, 테러

표 2-2 건축심의 및 각 영향평가 평가항목

② 합의단계 부재에 따른 사업지연 발생

◦ 상호간 사전 의견합의 과정 부재로 분야별 최종 평가·심의 후 의견 

상충 발생

◦ 의견 상충시 최종평가 및 심의결과를 재평가 및 재심의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기간이 지연됨

- 사례) 2014년 4월 8일 개포시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재건축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심의 과정 중 

일부 건축분야의 변경사항이 있어 5월 건축심의위원회에 보완사항

을 보고하는 절차 수행

③ 기타 쟁점: 건축심의 및 사전영향평가 진행사항 공개 미흡

◦ 현재 중앙정부 및 서울시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허가 및 환

경영향평가에 관한 진행사항만 확인가능

- 건축 허가 신청 전 건축심의와 교통, 재난 등의 사전영향평가는 진행

사항을 전혀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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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건축물 인·허가 업무 관련 정보공개 현황

◦ 건축심의 및 각 영향평가 처리에 관한 진행상황의 정보 공개 미흡으로 

민원인의 심리적 사업지연 발생

- 대규모 건축물은 영향평가 등의 관련 서류 첫 접수부터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평균 425~480일 소요

- 그중 건축심의 및 사전영향평가 등의 사전절차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사업이 지연된다는 느낌을 받기 쉬움

․ 민원인은 사전영향평가까지를 인허가 단계로 보고 인허가가 늦어지

는 것으로 오인(실제 서울시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40일 이내)

◦ 건축허가에 실제 사용되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는 건축심의 및 사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미공개

- 이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무원은 건축행정(인허가-착공-분양-준공(사용승인)-철거 등) 업무 

전반을 처리

- 그러나, 건축인허가 과정에 동반되는 건축심의 및 사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 민원인이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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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건축행정 업무 전반을 전자화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국가표준정보시스템
- 이를 통해 건축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관계기관간 온라인협의, 건축물정보 공동활용, 

사전 적법성 검토 및 진단 등이 가능
- 대상업무로는 건축업무, 주택업무, 건축물대장업무, 정비사업, 건축관련업자, 통계 등임

◦ 한편,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해 환경영향평

가의 진행현황을 확인 가능하도록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 중임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운영․관리시스템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의 접수현황,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함

- 심의위원회의 심의일정 및 진행현황도 확인이 가능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 서울시는 2011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운영․관리시스템(http:// eims.seoul.go.kr)을 통해 대기·물·토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과 결과를 온라인상에 공개.



14 글로벌경쟁력 강화 위한 서울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3) 개선방안

◦ 건축심의와 3대 사전영향평가(교통, 환경, 재난) 간 합동심의회 구성․운영

- (기존) 건축․교통통합심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

상인 건축물은 통합심의하여, 민원인(사업주)이 통합심의 대상의 건

축심의 신청 시 교통영향 개선대책을 함께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 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건축․교통통합심의 대상사업은 환경영

향평가 대상에도 해당하며,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심의 및 주

민공람 절차 등 법정절차 완료 후 합동심의를 신청하도록 함

- ② 건축․교통․환경․재난 통합심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중

에서도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또는 11

층 이상인 지하연계 건축물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도 통합심의로 신

청할 수 있도록 함

구   분 기존  건축+교통 ① 건축+교통+환경 ② 건축+교통+환경+재난

통합심의 대상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면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표 2-3 합동심의회 운영을 위한 대상 건축물 구분

 

- 운영방식: 심의 시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환경영향평가 심의위

원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간 합동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 위원구성: 분야별 비중을 고려하여 20명 내외로 운영

◦ 합동심의회의 개최 전 소위원회를 통해 협의절차 마련

- 통합심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므

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분야별 심층검토 및 교차검토를 위한 

협의 장치 마련(필요시 관련 조례 등에 근거조항 마련)

- 운영방식: 각 사전영향평가 심의(검토)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

여 민원인이 제출한 각 자료(평가도서)를 미리 검토하고 의견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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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분야별 소위원회 검토결과를 ‘합동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중층적 협의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심의회의가 진행되도록 함

- 소위원회 개최시, 연관이 있는 타 분야(건축‧교통‧환경‧재난 등)의 위

원 1~2명이 함께 참석하도록 의무화함

◦ 건축심의 및 각 사전영향평가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의 

온라인 공개 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하고 정보공개 확대방안 강구

-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구축

한 것이므로, 서울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세움터’를 적극 활

용하도록 함

- 또한 서울시가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을 ‘세움터’와 연동하

여 민원인이 한 번에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교통영향개선대책, 사전재난영항성검토 등 

사전영향평가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 구축

◦ 상기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을 검토

- 「서울시 건축조례」 내 건축‧교통‧환경‧재난 분야의 합동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조항 기 개정

․ ’09년에도 건축‧교통‧환경분야 합동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논의 존재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

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합동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

- 건축심의 및 각 사전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공개하도록 정보제공에 관한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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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산업입지 지원 업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업무

1) 업무개요

◦ 진흥지구는 도시계획 용도지구 중 하나로, 지구 내 집적되어 있는 산업

(권장업종)을 활성화하는 조치와 도시계획적 지원조치가 결합된 정책

- 산업개발진흥지구: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과학기술(BT), 나노기술

(NT), 디자인․패션, 인쇄․출판업 등 공업기능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

치․육성하기 위한 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디지털콘텐츠, 금융․보험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연

구 및 개발업 등 비공업기능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육성하기 위한 지구

◦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세금감면, 자금융자, 기반시설 공급, 도시계획 

행위제한 완화(건폐율‧용적률‧높이) 등 지원

구분 지원내용

기반시설 공급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의 경쟁력 있는 입지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지구별 1,000억~
1,500억 원(2009년) 규모로 지원

행위제한 완화 권장업종 예정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면적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

세금 감면 취득세, 재산등록세 등 감면

중소기업자금 융자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와 권장업종시설 건설업자에 대해 중소기
업 자금을 융자

기업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앵커기업이나 외투기업이 지구내 입지할 경우 추가적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지원시설
의 설치․운영, 지원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등 지원

표 2-4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원내용

◦ 진흥지구는 대상지 선정 → 진흥지구 지정 → 진흥계획 수립 → 지구

단위계획 수립(필요시) → 진흥계획 평가 등 5단계에 거쳐 운영

- 대상지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서울시가 선정, 선정된 대상지는 도

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흥지구로 지정

- 진흥지구로 지정된 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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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지정

추진단계

대상지선정

자치구

실무위원회-심의위원회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대상지 신청

대상지 검토・심의

대상지 결정

지구지정 입안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진흥지구 지정 심의∙승인

진흥지구지정 결정・고시

진흥계획 수립 자치구

자치구주민공람, 구의회 보고

진흥계획 검토・심의

진흥계획 승인

진흥계획 고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지구단위계획 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매년 자체평가 실시 및 제출

평가결과 및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실무위원회-심의위원회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서울시

자치구→서울시

서울시의회

진흥계획
수립·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시)

진흥계획
평가

업무내용 추진주체

그림 2-3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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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지정과 진흥계획의 이원화된 운영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

◦ 현 진흥지구는 지구지정과 진흥계획 수립․심의가 제도적으로 이원

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구조

◦ 진흥지구는 대상지 선정 이후 지구지정 절차(입안→부서협의→주민

공람→시/구의회 의견청취→심의→결정․고시)를 완료한 이후, 

◦ 진흥계획(계획 수립→주민공람→구의회 보고→계획 검토․심의→승

인→고시)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상황

◦ 진흥지구는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고, 도시계획적 지원과 산업지원이 

결합된 정책으로 도시계획 절차와 산업정책의 틀을 고려한 융합정책임

- 도시계획적 조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 산업

지원 조치는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

거로 각기 운영

- 이러한 제도적 근거로 인해, 도시계획의 절차인 지구지정과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을 

분리 운영 

- 이러한 구조적 이원화로 인해 지구지정의 절차상 지연 발생

◦ 구조적 이원화로 인해 지구지정과 진흥계획이 절차상 분리되어 운

영되고 있는 실정이나, 추진 절차에 있어 상호 유사성이 존재

- 절차별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보고), 심의, 결정(승인), 고시 등 절

차상 대상의 중복 발생

- 지구지정 절차: 입안→부서협의→주민공람→시/구의회 의견청취→

심의→결정․고시

- 진흥계획 절차: 계획 수립→주민공람→구의회 보고→계획 검토․심의

→승인→고시

◦ 또한, 지구지정과 진흥계획 심의에 있어서도 내용상 상호 유사성 존재

- 지구지정 심의와 진흥계획 심의 항목의 유사성이 존재함에도 불구



Ⅱ  행정혁신을 통한 패스트트랙 구축전략 19

하고 절차상 구분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중복 심의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지구지정의 ‘기초조사내용’과 진흥계획의 ‘대상지 현황’, 

지구지정의 ‘용도지구 적정성’과 진흥계획의 ‘권장업종 지정’, 지구

지정의 ‘지구단위’ 관련과 진흥계획의 ‘지구단위계획 연계 방안’  등

은 심의 항목의 유사성이 존재함

지구지정 심의항목 진흥계획 심의항목

∙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 인구·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 도시계획시설 설치·정비·개량 적정성 여부
∙ 도시생태의 훼손가능성 여부

∙ 대상지의 현황 및 권장업종 
∙ 권장업종시설 지정 및 관리방안
∙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 권장업종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 
∙ 진흥지구의 육성·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 기타 사항

표 2-5 지구지정 및 진흥계획 심의항목 유사성

◦ 따라서, 현재 분리·운영되고 있는 지구지정과 진흥계획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업무추진이 가능

3) 개선사항

◦ 지구지정 단계와 진흥계획 수립·심의단계를 통합하여, 진흥계획서

를 기준으로 지구를 심의․지정하도록 개편

- 지구지정과 진흥계획 수립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절차인 주민공람

→시/구의회 의견청취․보고→심의→결정․고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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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경제특구 지정의 개선절차

◦ 진흥지구 지정과 진흥계획의 통합을 위해 단계별 심의과정의 통합

이 필요한 바,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간 공동심의

위원회 구성

- 운영방식: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진흥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이 합동으로 심의

할 수 있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공동심의위원회 설치

․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후 공동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구성: 총 10~15명 이내(도시계획위원회, 진흥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25~30명 이하, 분과위원회는 5~9명으로 

구성되며, 진흥계획 심의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

- 공동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 2항, 3항, 6항

에 의거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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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2항: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외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항: ③ 분과위원회는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6항: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중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

14조 내에 도시계획위원회와 통합 심의 추진 관련 조항 신설

◦ 또한, 진흥지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더불어 핵심목적인 산업집

적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제정책과로 관련 기능 

이관 필요

- 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 부분에 있어 위원회 소집 등 일부 업

무는 도시계획과에서 지원

2 융합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패스트트랙 구축전략 

1) 서울시 융합행정 추진현황

◦ 공공부문에서의 융합행정은 협업을 의미하며, 이는 다수의 조직 간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것임

- 서울시의 경우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다수 부서 및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 존재

◦ 융합행정은 부서 간 중복업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으로 

패스트트랙 구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함  

- 융합행정은 다수의 기관 및 조직과 관련된 사업 추진시 업무의 중복

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으로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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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부서간 융합행정 촉진의 일환으로 온라인 협업관리시스템

인 ‘상생협력의 장’을 ‘14년 7월 구축·운영

- ‘상생협력의 장’은 부서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 수행 시, 협조 요청 및 

이행을 시스템화한 것으로, 협조사항을 정리해 요청하면 협력부서

로 업무전달

- 현재 ‘상생협력의 장’은 ‘협력제안’, ‘협력실행’, ‘협력마당’ 및 ‘우수

사례’로 구성

․ 협력제안: 협력사항을 기재해 협력 제안등록

․ 협력실행: 각 실국이 요청받은 협력제안 내용 게시) 

․ 협력마당: 협력제안 및 실행 목록 게시 및 내용확인

․ 우수사례: ‘상생협력상’을 받은 협력 우수사례 게시

- 현재 ‘상생협력의 장’의 기능은 사실상 협력 제안과 실행에 국한되

며 협업을 위한 공동작업, 공동회의 및 업무협의 기능은 다소 미흡

2) 주요 쟁점

① ‘상생협력의 장’ 시스템의 낮은 이용 참여율

◦ ‘상생협력의 장’ 시스템은 다수 부서 간의 협업보다는 주관부서 위

주의 요청사항과 이에 대한 소극적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14년 ‘상생협력의 장’ 이용실적은 총 22건(’14. 12. 4 기준)으로, 

- 이중 협업 실행완료한 업무는 7건, 실행중인 업무는 5건, 실행대기 

2건, 접수 8건(협력부서 미응답)임

- 내용적으로는 정보제공 6건, 시스템개선 5건, 홍보 4건, 서비스제공 

3건 등 단발성 협조가 대부분임 

․ 특히 시스템기능 개선보완 관련 5건은 공간정보담당관(정보기획단)

에 ‘스마트 서울맵’시스템 기능을 추가 개선하는 요청임 

◦ 협업 참여자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한 현 시스템 기능부족의 한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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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발성 요청사항 위주의 현재 시스템 기능으로는 원활한 협업이 불

가능하기에, 직원 대부분은 전화나 이메일, 직접대면을 통한 협력방

식 등을 활용함

◦ 또한, 현 시스템이 서울시 행정포털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

용대상이 본청 및 사업소 직원으로 제한됨

- 서울시 행정포털시스템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자치구 및 투자출연

기관 직원의 참여는 보안 등의 문제로 인해 제한됨 

② 협업실적과 인사·평가 시스템과의 연계 부재

◦ 현재 서울시 인사·성과 평가시스템상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

브가 부재하여, 협업과제 수행결과가 주관 부서의 성과로만 평가되

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인사·성과 평가시스템의 부재로 협업을 회피하게 하고 결과

적으로 부서 이기주의와 칸막이 현상 초래

③ 융합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전담체계 필요

◦ 현재 서울시는 사회혁신담당관(행정혁신팀)에서 협업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협업을 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협업 업무 발굴 및 선정, 해당업무에 대한 역할 및 책임 정의, 권한부

여, 평가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필요

- 또한, 대규모 사업의 경우 협업을 위한 테스크 포스(Task Force) 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역할 부재

◦ 이를 위해 시스템뿐 아니라, 전반적인 협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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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사항

① 서울시 융합행정 시스템 활성화

◦ ‘상생협력의 장’ 시스템 내 직원 간 업무협의 기능 보강 

- ‘협업과제방(가칭)’을 신설하여 관련 부서 간 계획 및 실적 등을 공유

- ‘문서 공동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협업부서간 보고서 공동작업이 가

능하도록 개선

- ‘PC영상회의’ 기능을 신설하여 간편 회의 및 내용 공유

- ‘SNS 활용’: 카톡 등 소셜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협업 부

서가 업무 초기 단계부터 공유․소통을 통해 업무 추진하는 방안 모색

◦ ‘상생협력상’의 대상을 확대하고 실제 시스템 활용과의 연계성 강화

- 직원들의 이용참여의 적극적 독려를 위해 ‘상생협력상’의 수상대상 

확대(’14년 상반기 6건, 하반기 7건)

- ‘상생협력의 장’ 시스템과 ‘상생협력상’을 실질적으로 연계·운영

◦ 협업의 의미 강조와 서울시 융합행정시스템의 재탄생 및 활성화를 

위해 ‘W(with)서울’(가칭)로 시스템 명칭 변경

◦ 융합행정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으로 업무협조가 빈번한 자치

구와 투자출연기관 직원도 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확대(보안시스

템 고려)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까지 이용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정보의 보안강화를 위해 GPKI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은 별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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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융합행정시스템 구축 이미지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나라e음(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 나라e음은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업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 주요기능으로 ‘협업과제관리’. ‘PC영상회의’ 및 ‘기관 간 메모보고’ 등이 있음
  - 협업과제관리: 국가 주요시책 다부처(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업무는 협업과제방에 실시간 등록되고 추진

실적을 공동관리하여 평가에 활용  
  - 문서공동작업: 문서 공동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보고서 공동작업 가능
  - PC영상회의: 원거리 기관 간 소통을 위한 개인 PC에서 최대 1천명까지 영상회의 이용
  - PC영상보고: 상대방 모니터에 보고서를 띄워 설명이 가능하도록 함   
  - 기관 간 메모보고: 다부처 관계자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는 메모보고를 통해 자료를 공유

② 협업 활성화를 위한 인사·평가 시스템 개선

◦ 부서 간 협업장려와 직원들의 협업능력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보상, 

실적관리, 인사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 협업이행실적(공동협의회의 연간 개최 건수, 자원 공유제공 건수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부서장 인사(승진)평가 시 협업역량 및 협업

추진성과를 반영

- 일반 직원들의 경우, 협업에 참여하기만 하면 성과 포인트․선택적 복

지포인트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부서 간 협업 창출한 사례: 월트디즈니사의 임원 평가 시스템>
○ 월트디즈니는 임원들의 협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임원 평가시스템을 도입함  
- 임원 성과평가 기준의 70%는 임원들이 맡고 있는 자신의 사업부 성과로 결정하고, 나머지 30%는 다른 

사업부와의 협력을 통해 창출한 시너지 매출액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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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력업무 담당부서인 ‘융합행정지원팀(가칭)’ 신설 

◦ 전체조직의 기능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담당관 산하에 ‘융합행

정지원팀’을 신설하여 협업관련 총괄기능 수행

- 협업 관련 총괄기능뿐 아니라, 협력이 필요한 업무를 선정하고 대상

업무에 대한 역할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며, 협업성과에 대한 평가모

니터링 기능 수행

- 다수 부서의 협업이 필수적인 대규모 사업의 테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역할 담당

․ 중앙정부는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내 협업행정과 운영

④ 협력적 조직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직원간 소통 이벤트 실시 

◦ 서울시 직원 대상 협력적 조직문화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융합행정 교육프로그램(가칭)’을 실시하여 협업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하고 협업 우수사례 학습 

- ‘관계지향적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가칭)’ 실시로 부서장의 협업관리

역량 제고

◦ 이와 더불어 개방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부서 및 직원 간 소통 이벤트 

확충

< 구글사의 소통혁신과 개방적 조직문화 구축 사례>
○ 구글은 매주 진행되는 ‘TGIF’모임 운영을 통해 직원과 최고 경영진 간 자유로운 소통을 유도 
○‘TGIF’는 매주 금요일 저녁 식당에서 최고 경영진 중 1명이 반드시 참석하는 인포멀한 모임
○ 최고 경영진은 차주에 진행될 일들과 금주의 주요이슈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건의사

항이나 개인적 견해를 자유롭게 밝히는 형식으로 구성
○ ‘TGIF’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구글 직원들을 위해 이메일로 질문을 사전에 제출

< 마켓 플레이스(Market Place) >
○ 대    상: 50여 명의 현대카드 및 현대캐피탈 임원
○ 시행주기: 월 1회(둘째주 목요일) 13:00~18:00(’09.4월부터 시행)
○ 운영목적: 부서 간 소통·협력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운영방법
  - 사전준비나 특정한 주제 없이 경계가 없는 한 장소에 모여 업무수행
  - 자연스럽게 토론(즉석회의 개최), 추진사업에 대해 손쉽게 교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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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명확화를 통한 패스트트랙 구축전략

◦ 역할과 책임 명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업무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여 패스트트랙 구축의 밑거름 조성

-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의 불명확화로 인해 업무 추진 과정상 시행착오

가 발생하면서 업무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

1) 주요 쟁점

◦ 주무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산하기관에 전가하여 업무절차

의 지연이 발생하는 등 시행착오 존재

- 놀이동산 조성은 재산관리관인 푸른도시국이 시설물 준공 후 인수

인계 및 재개장을 주관하여야 하나 인수인계 권한이 없는 사업소에 

전가하여 업무처리 지연을 유발 

․ 푸른도시국은 관리재산인 놀이동산 유기기구를 추진계획에서는 사

업소에 공사만 의뢰하였으나, 준공검사가 종료된 시점에는 인수인

계 권한도 없는 사업소에서 인수인계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지시

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인수인계가 지연

◦ 업무 처리에 있어 담당주체의 전문성 부재로 인해 업무처리가 지연

- 서울시의 사업으로 최초 추진되는 대규모 유기기설 제조․구매 설치사

업(182억 원)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소에서 추진하면서 업무

미숙 및 준공검사 부적정으로 인수인계과정에서 갈등으로 개장 지연

․ 입찰과정에서 유찰 및 소송수행에 따른 지연(총 130일 지연): 입찰

과정에서 제안서 제출시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부족

․ 선금급 미지급에 따른 지연: 사업소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할 선금

급을 아무런 조치 없이 지급하지 않아 47일간 공사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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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① 입찰과정 ② 선금급 ③ 인수인계 ④ 개장지연

지연일수 130일 47일 약 50여 일 약 30일

책임부서 사업소 사업소
푸른도시국, 사업소
공단(운영․감독부서)

어린이대공원장

지연사유

업체 선정시 유찰 및 
소송 제기로 준공지연
(당초 ‘13.12.20.
→변경 ‘14.4.30.)

선금급 미지급  
착공일 지연
(‘13.1.3.
→‘13.2.19)

합동점검결과 
조치 이견대립
(준공승인 ‘14.5.16.
인계요청 ‘14.5.27.
인수인계 ‘14.7.23.)

운영업체와 
사전 미협의
당초개장 ‘14.7.26.
○○랜드 인수 ‘14.7.31
(‘14.8.26.개장예정)

표 2-6 놀이동산 개장지연 원인 

◦ 다양한 기관이 상호 연계되어 추진하는 업무의 경우 주무부서의 총

괄적 조정․관리가 필요하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 초대형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어 다양한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나, 

- 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기획과에서 중대사항을 결정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2) 개선방안

◦ 세부 업무별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 작성 등 업무관리 시스템 구

축을 통한 역할 및 책임성 명확화

- 부서 및 개인의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의 작성 필요

- 상기의 과정을 통해 업무의 내용, 필요역량 등 업무 속성을 명확히 함

과 더불어 협업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협업 활성화의 기초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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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 내용
◦직무기술서: 직무내용에 대한 정보, 해당직무의 수행자, 직무수행의 목적,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장비, 

시설, 직무수행방법/과정, 작업조건, 타직무와의 연관성 등을 포함
◦직무명세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능, 직무수행자의 정신적 자질(창의력, 판단력, 

적응력, 인내심), 해당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신체적 조건, 작업자에게 부여되는 책임정도 등을 
포함

◦ 업무의 전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지연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업무책임과 평가시스템과의 연계

◦ 다수의 조직 및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융합행정지원팀’에서 

협업 및 컨트롤타워를 지정하고, 융합행정시스템을 통한 협업 실행 

- 또한, 단일 부서에서 결정할 수 없는 중대의사결정의 경우, 이를 협

의․조정할 수 있는 테스크 포스(Task Force) 등을 구성하고, 「중대

사항 결정․조정 매뉴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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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도시경쟁력 현황

2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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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전략

1 서울시 도시경쟁력 현황

1 1 주요 도시경쟁력지수의 지표 구분 및 현황

◦ 도시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표적 경쟁력지수로서, 

세계도시경쟁력평가(Global Urban Competitiveness Index), 세계

경쟁도시지수(Global Power City Index), City of Opportunity(PwC)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 이들 지수는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

고 있으며, 각 평가지표는 크게 경제 관련, 사회 관련, 국제교류 관련

으로 대별됨.

지수
경제 관련 평가지표

(경제력 지표)
삶의 질 관련 평가지표

(삶의 질 지표)
국제교류 관련 평가지표

(국제교류지표)
종합
순위

GUCI1

(중국
사회

과학원)

종합경쟁력
(시장점유율, 경제성장률 등)
세계도시산업체인경쟁력
기업성장 및 질
금융지수 및 R&D센터 규모
산업 및 기술집적도
사업환경

교육지수, 의료수준
범죄율
기후변화
역사문화지표
지방정부 자치권

글로벌 기업 브랜드
글로벌기업 연계
국제기구 지수
국제행사 개최수

9위
(’11년)

GPCI2

(모리
기념
재단)

경제활력, 사업환경
GDP 성장률
연구환경 및 지원
연구성과

생태환경
문화교류
거주적합성
노동환경

국제교통(항공 등)
기반시설
문화교류
국제컨벤션 개최건수
숙박환경 등

6위
(’13년)

City of 
Opportunity

(PwC)

기술성숙도
교통 및 기반시설
비즈니스 환경, 창업용이성
법인세율, 구매력
경제성장 위력 등

지적 자본 및 혁신
건강․안전․안보
지속가능성․자연환경
인구통계․거주적합성
문화활력도, 삶의 질 등

출입국편리성
영사관 및 대사관 수
관문도시
글로벌기업 본사 수
외국인 직접투자 등

14위
(’14년)

표 3-1 3대 도시경쟁력 지수의 개략적 평가지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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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평가지표의 평가결과에서, 경제력 지표는 주로 경쟁도시에 비하

여 비교우위를 가지나, 삶의 질 지표는 대부분 비교열위에 있음.

- 경제력 지표 중 종합경쟁력이나 기업성장 및 질, 경제활력, 사업환경, 

기술성숙도, 교통 및 기반시설 등의 평가결과는 대부분 10위권 이내 

- 삶의 질 지표인 생태환경, 문화교류, 범죄율, 노동환경, 거주적합성, 

삶의 질 등은 대체로 대상도시 가운데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됨.

- 국제교류 지표의 경우 항공기반시설, 출입국편리성, 국제컨벤션 개

최건수 등은 상위권이나, 호텔객실 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공항-

도심 접근성 등은 중위권으로 타 지표에 비해 경쟁력이 다소 미흡

1 2 세부 평가지표별 분석

◦ 세부 평가지표별로는 세계경쟁도시지수(GPCI)를 중심으로 경제, 삶의 

질(사회), 국제교류 분야에 대하여 강점지표와 취약지표를 살펴봄.

- 일부 보완지표로서 City of Opportunity(PwC) 지수나 살기좋은

도시평가(Economist Intelligent Unit), 삶의 질(머서) 지수 등을 

활용하여 분석

① 경제력 지표

◦ 경제 관련 세부 평가지표에서는 연구환경, 인재확보용이성, 소프트웨

어개발 및 디자인, 디지털경제 등에서 특히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경제자유도 수준, 정치․경제환경에 따른 사업위험지수 등은 

30개 도시 중 25위 이하로 평가되는 취약지표도 일부 존재

- 강점지표를 중심으로 이를 더욱 강화하여 서울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취약한 지표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 필요

1 중국사회과학원이 2006년부터 격년으로 ‘세계도시경쟁력 보고서’에서 발표하는 도시경쟁력 지수

2 일본 모리기념재단(www.mori-m-foundation.or.jp)이 2008년부터 도시연구에 관한 세계권위자

들의 자문을 받아 발표하는 세계도시 국제영향력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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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평가지표

GPCI(모리기념재단) City of Opportunity(PwC)

강점지표

연구자수
산업재산권(특허) 등록 수
연구개발비
세계상위300대기업 수
비즈니스서비스업 종사자 수
우수인재 확보용이성

초고속데이터망
소프트웨어개발 및 디자인
디지털경제
경제서비스분야 고용
창업용이성

취약지표
경제자유도 수준
정치․경제환경에 따른 사업위험지수
평균임금수준

사업운영위험도
지적재산권 보호
외국인연구자 지원

표 3-2 경제력 지표 중 서울시의 강점지표 및 취약지표

② 삶의 질 지표

◦ 삶의 질 지표의 경우 주거의 질(임대료 등), 의료수준, 수질 및 대기

오염, 사회안전(재해․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 문화예술환경 등 전

반적으로 취약

- 또한 대중교통시스템 및 정시성 등은 강점이나 공항접근성 등은 취약함

구분 세부 평가지표 (GPCI, 모리기념재단)

강점지표 대중교통 시스템 및 정시성 통근 소요시간

취약지표

평균 주택임대료
외국인거주민 수
인구 대비 의사 수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인구 대비 살인자 수
도심-공항 접근성

극장콘서트홀 수
예술창작환경
수질, SO2, NO2 농도
도심부 녹피상황
재해취약성
재생에너지 이용율

표 3-3 삶의질 지표 중 서울시의 강점지표 및 취약지표

◦ 따라서, 서울시는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

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를 위해 삶의 질 중심의 도시경쟁력 지수인 살기좋은도시평가(EIU)와 

Quality of Living(머서)의 평가지표도 추가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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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U의 살기좋은평가에서는 140여개 도시 중 58위(2014년)였으며, 

사회안전, 의료서비스, 문화환경 등의 부문에서 특히 더 낮은 것으로 

평가됨

구분 종합점수 사회안정성 보건․의료 문화․환경 교육 기반시설

점수(100점만점) 85.9 80 83.3 85.6 100 89.3

순위
(동위 도시수)

58
59

(18)
63
(5)

61
1

(41)
41

(12)

표 3-4 ‘EIU의 살기좋은평가’ 중 서울시 평가 결과

- QOL(머서)에서 세부 평가지표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특

히 범죄율, 대기오염, 기후변화, 교통혼잡 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

가

구분 10점 9점 8점 7점 이하

세부 
평가
지표

환전규제
일상소비재
주류 구입제한
자동차
전력공급
용수공급
통신(전화)
대중교통

은행 및 우편서비스
개인자유 제한
미디어 접근성
의료서비스
국제학교 수준
수돗물 수질
주택 유지 보수
식품(육류, 과일 등) 질

쓰레기 처리
하수처리
식당 다양성
뮤지컬 공연
스포츠 및 여가활동
주택공급
출입국용이성
정치적 안정성

범죄율
야생동물 및 해충 피해
대기오염
기후변화
기록적 자연재해
타국과의 관계
교통 혼잡

표 3-5 ‘머서의 Quality of Living’ 중 서울시 평가 결과

③ 국제교류 지표

◦ 국제교류의 경우 국제컨벤션 개최건수나 국제항공 관련 교통인프라 

등은 강점으로 나타나는 반면, 국제회의실, 숙박시설 등의 인프라는 

취약

- 관광객 수 및 관광객의 쇼핑, 외식만족도 등의 교류․관광을 뒷받침하

는 서비스의 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강점으로 나타난 국제교류 기반시설을 토대로, 서울시와 다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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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네트워킹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강구

구분
세부 평가지표

GPCI(모리기념재단) City of Opportunity(PwC)

강점지표

국제컨벤션 개최건수
해외방문객 수
국제선 직항편 취항도시 수
국제항공 승객 수

세계100위 공항
비자면제국가 수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수

취약지표
관광객 쇼핑만족도 및 외식만족도
문화역사 전통 접촉기회
호텔 수 및 고급호텔 객실 수

외국인관광객 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표 3-6 국제교류 지표 중 서울시의 강점지표 및 취약지표 

◦ 이러한 도시경쟁력지수의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난 서

울시가 가진 강점과 취약점을 토대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향 및 방안을 다음의 Ⅱ장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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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방안

2 1 도시경쟁력 강화의 방향성

◦ ⅰ)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력지표 중에서도 강점지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경제를 구축

- 서울시의 강점지표는 연구개발, 우수인재 확보용이성, 창조산업 인

프라, 창업용이성이며, 

- 이를 중심으로 ① 서울형 창조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② 글로벌 

창조인재 유치․양성, ③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창업도시 조성(‘굿스

타트업 서울’ 프로젝트) 등을 통한 ‘서울형 창조경제 육성’ 전략 추진

◦ ⅱ) 상대적으로 극히 취약한 삶의 질 지표에 관해서는 주거, 대기환경, 

사회안전, 문화 등을 집중 강화하여 살기 좋은 서울로서 경쟁력 강화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표에서 약점을 보이며, 이 가운데 주거의 

질, 의료수준, 사회안전, 교통혼잡, 대기오염, 문화예술환경 관련 취

약지표를 중심으로, 

- ① 글로벌 정주여건 지속 개선, ② 글로벌 기업·인재가 선호하는 스

마트 도시환경 구축, ③ 도시의 문화·창조활력 제고 등을 통한 ‘글로벌 

창조도시 조성’ 전략 추진

◦ ⅲ) 국제교류지표에서 강점인 도시 간 교류인프라 여건을 활용하여 글

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도시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

- 국제회의 개최건수, 해외방문객수 부문에서 경쟁력이 있으나, 인프라 

시설, 편의시설·문화자원·국제기구 유치 부문의 역량은 부족하므로, 

- ① 국제적 수준의 MICE 인프라 확충, ② 도시 간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활성화 등을 통한 ‘글로벌 도시외교 활성화’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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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3대 전략

1) 아시아를 선도하는 서울형 창조경제 육성 전략

◦ 서울시는 경제력 지표 중 연구개발, 우수인재 확보용이성, 창조산업 

인프라, 창업용이성 등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

- 서울시는 연구개발(연구자수 4위, 산업재산권(특허) 등록수 2위, 연

구개발비 6위), 우수인재 확보용이성(8위)에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

하고 있으며,

- 특히, 기업육성과 관련된 창조산업 인프라(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

인 4위, 디지털 경제 11위, 비즈니스서비스업 종사자수 4위), 창업

용이성(11위)이 강점

◦ 이러한 서울시의 우수한 강점 분야를 더욱 강화하여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이를 위한 전략적 추진과제로 ① 서울형 창조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

화, ② 글로벌 창조인재 유치·양성, ③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창업도

시 조성(‘굿스타트업 서울’ 프로젝트) 추진

- ① 서울시의 우수한 소프트웨어개발 및 디자인, 디지털경제 등의 기

반을 활용하여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서울형 창조산업 육성

- ② 서울시의 높은 우수인재 확보용이성을 더욱 강화하여, 창조경제

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 유치 강화 및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

- ③ 서울시의 우수한 창업인프라 및 창업용이성을 더욱 강화하여 창

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굿스타트업 서울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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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형 창조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 서울시는 창조산업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연구자수 4위 등), 창조

산업 인프라(소프트웨어개발․디자인 4위)에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

◦ 이를 토대로 첫째 차세대 융복합 기술기반 구축, 둘째 10대 서울형 

창조산업 육성, 셋째 서울시 창조경제 거점 조성 등 추진

◦ 첫째, 글로벌 첨단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융복합 기술 기반구축

-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첨단신기술 선점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지

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의 강점분야인 IT를 중심으로한 융복합 

기술기반 구축

․ 첨단융합신기술 R&D 지원: 산학연 사업 추진시, 서울시 소재 66개 

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한 첨단 융복합 기술개발 확대․강화

․ IT기술기반 산업융합화 촉진: IT기술을 기반으로 서울시 소재 문화․콘
텐츠, 디자인, 기계부품 등 기술․산업융합화 촉진

․ 융합기술 사업화 지원: 융합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획, 추가기술개

발, 시제품제작, 정책자금 연계 등 맞춤형 사업화지원 추진

◦ 둘째, 창조산업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10대 서울형 창조산업 육성

- 서울형 10대 창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부

문별, 세부정책별 지원정책 추진

<서울형 10대 창조산업>
○문화예술형 창조산업: 공연예술, 출판, 영상, 게임, 모바일콘텐츠 
○지식서비스형 창조산업: SW개발·정보서비스, 디자인, 연구개발, 비즈니스 서비스업
○장인형 창조산업: 패션(의류, 수제화, 전통공예, 귀금속)

- 부문별 창조산업 육성:

․ 문화예술형 창조산업: 문화예술형 창조산업의 핵심 동력인 창조인

재 양성․발굴, ICT 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추진

․ 지식서비스형 창조산업: ICT 첨단융합기술 개발 지원, 창조 아이디

어 사업화 지원



40 글로벌경쟁력 강화 위한 서울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 장인형 창조산업: 수요창출 플랫폼 구축(수요/공급 계), IT기반 산

업융합화 지원

- 세부정책별 창조산업 육성

․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개방형 시제품 제작소 조성, 맨토링․컨설팅 지원 등

․ 창조산업 펀드 확대: 창조형 창업자 지원을 위한 창조산업 펀드 확대 운영

◦ 셋째, 창조경제 대도약을 위한 서울시 창조경제 거점 조성

- 창조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간개발 

전략에 기반한 거점별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 도심권 창조 거점: 동대문 DDP와 연계한 디자인․패션 창조거점 조성

․ 동북권 창조 거점: 창동․상계를 거점으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선도

하는 첨단산업 융복합 거점 조성과 더불어 홍릉지구 일대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에이징 R&D클러스터 조성

․ 동남권 창조 거점: 개포지역을 중심으로 IT/모바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서북권 창조 거점: IT중심 융복합 허브 조성을 위한 상암 DMC 창조

거점과 더불어, 신촌․홍대․합정 일대 디자인/문화콘텐츠 산업 활성

화를 위한 창조․문화산업 특구 조성

․ 서남권 창조 거점: 마곡 일대 IT, BT, GT 첨단 융복합 산업 조성을 

위한 차세대 융복합 허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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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 여건 세부 사업내용

차세대 융복합기술 
기반 구축

초고속데이터망 1위
소프트웨어개발 
및 디자인 4위, 
디지털경제 11위

첨단융합신기술 R&D 지원
IT기술기반 산업융합화 촉진
융합기술 사업화 지원

10대 서울형 
창조산업 육성

부문별 사업 추진: 문화예술형 창조산업, 지식서비스형 창조산업, 
장인형 창조산업
정책별 사업 추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창조산업 펀드 확대

창조경제 
거점 조성

도심권 창조거점(동대문 디자인패션)
동북권 창조거점(창동상계 첨단산업 융복합거점, 홍릉 스마트에
이징 R&D클러스터)
동남권 창조거점(개포 모바일 융복합클러스터)
서북권 창조거점(상암DMC 창조거점, 신홍합 창조․문화산업 특구)
서남권 창조거점: 마곡 차세대 융복합 허브

표 3-7 서울형 창조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② 글로벌 창조인재 유치․양성

◦ 서울시는 외국인 연구자 지원 18위, 지적재산권 보호 17위, 연구자

수 4위 등 창조 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

◦ 창조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해 첫째, 글로벌 창조인재 유치, 둘째, 창

조형 전문인력 양성 추진 등 추진 

◦ 첫째, 글로벌 창조인재 유치․활용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창조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글로벌 창조인력의 확보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외국인 특화형 창업지원체계 구축: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

센터와 연계하여 외국인 대상 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기숙시설 확충: 글로벌센터와 연계하여 창조거점 내 외국인 

맞춤형 기숙시설 확충

․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창조경제 국제공동연구 추진: 외국인 대상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국제 연구기관 등) 등을 통해 창조경제 관

련 국제공동연구 사업 추진



42 글로벌경쟁력 강화 위한 서울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 둘째, 글로벌 창조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형․도전형․현장형 인재양성 추진

- 창조경제의 활성화의 핵심 요소인 다양한 유형의 창조인재를 양성

할 수 있는 맞춤형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융합형 인재양성: 도시사회문제 해결, 서울 미래이슈 대응형 인재 

양성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젝트 및 사회문제 솔루션 프로그램 운영

․ 도전형 인재양성: 창업을 도전하는 우수한 인재의 발굴과 더불어 원

스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현장형 인재양성: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수요를 반

영한 산업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우수아이디어의 비

즈니스화 지원

추진방안 여건 세부 사업내용

글로벌 인재 
유치․활용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외국인연구자 지원 18위,
지적재산권 보호 17위

외국인 체류시설 확충
외국인 특화형 창업지원체계 구축
창조경제 국제공동연구 추진

창조형 전문인력 양성
연구자 수 4위, 
비즈니스 서비스업 종사자 수 4위

융합형 인재양성 솔루션 프로그램 운영
도전형 인재양성 원스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장형 인재양성 산업별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표 3-8 글로벌 창조인재 유치․양성

③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굿스타트업 서울’ 프로젝트 추진

◦ 서울시는 창업용이성 11위, 다양한 창업인프라(창업센터 등) 구축 

등 우수한 창업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 창업 → 벤처기업 → 중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다차원적 창업 인프라 구축

- 신성장 산업에 대한 대응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계적인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 지역거점별 개방형 창업지원시설 구축: 창업자들의 자유로운 협업

과 멘토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형 창업지원시설 구축

- 대학기반 창업지원 인프라 조성: 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 1000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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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운영, 대학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한 장비공동활용, 협업 프로그

램 등 운영

- 단계별 창업지원센터 운영: 기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

육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여 Pre BI(Brand Identity) → BI(Brand I

dentity) → Post BI(Brand Identity) 단계별 창업지원센터 운영

◦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의 창업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예비창업자의 발굴, 재창업 활

성화 등 다변화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

․ 지역맞춤형 창업종합지원체계 운영: 고용취약지역이나 특정 고용수

요가 많은 지역 대상,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일자리‧창업진흥

지구제(고용특구) 도입‧운영

․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운영: 창업 실패자들을 대상으로 재창업 지원 

․ 창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 창업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교육, 

멘토링․컨설팅, 시제품 제작지원, 투자연계 등 창업 엑셀러레이터 프

로그램 운영

추진방안 여건 세부 사업내용

다차원적
창업 환경 조성

창업용이성 11위

지역거점별 개방형 창업지원시설 구축
대학기반의 창업지원 인프라 조성
단계별 창업지원센터(청년창업센터, 창업플러스센터, 서울창업지
원센터 등) 운영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 조성
일자리․창업 진흥 지구제 도입․운영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운영
창업 중간지원기구인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

표 3-9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굿스타트업 서울’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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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의 질 개선을 통한 글로벌 창조도시 조성 전략  

◦ 서울시 주거, 안전, 문화 등 삶의 질 관련 도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취약

- 주거의 질(평균주택임대료 32위), 사회안전(교통사고 사망자 수 27위), 

문화(문화역사전통 접촉기회 31위)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은 낮음

◦ 삶의 질 관련분야 도시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선호하는 

창조도시환경 조성

◦ 이를 위한 전략적 추진과제로 ① 글로벌 정주여건 지속 개선, ②스마트 

도시환경 구축, ③ 도시의 문화․창조 활력 제고 등을 추진

- 외국인이 살기편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비용을 안정화하고 

외국인 친화적 교육․의료․일자리 지원서비스 확대

- 도시안전, 대기오염 등 도시화 문제에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환경 구축

- 시민과 외국인관광객들의 문화예술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 

① 글로벌 정주여건 지속 개선

◦ 서울시는 평균주택임대료 32위, 외국인 학교 수 14위 등으로 외국인 

주거생활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이 시급

◦ 글로벌 인재가 선호하는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첫째, 외국인 대

상주거지원체계 구축, 둘째, 외국인 친화적 의료․교육 지원서비스 확

대, 셋째, 글로벌센터의 취업지원기능 강화 추진

◦ 첫째, 서울시 거주 외국인 대상의 맞춤형 주거지원체계 구축 

- 글로벌 기업과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대상의 체계적 주택공급 및 주거지원 체계 구축  

- 장기거주 외국인대상 주택공급대책 마련

- 외국인 투자유치지역 및 산업단지 내 외국인 임대주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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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입지한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청년층 대상 주택바우처 시범공급 

- 단기체류 외국인대상 단기월세임대 확충

- 연립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고 가전․가구 빌트인(built-in) 시스템화 

- 임대보증금을 낮추고 월세의 비중을 높여 주거비 부담완화

◦ 둘째, 외국인 친화적 의료․교육 지원서비스 확대

- 외국인이 서울에서 거주 및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의료․
교육에 대한 지원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외국인의 생활편의성 증대

- 외국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 서울시립병원 및 보건소 외국어 통

역서비스 확대, 영어사용이 가능한 민간병원 데이터베이스 구축․배포

- 서울시 내 외국인학교 추가설립 제안: 정부와 시교육청에 외국인학교 추

가설립 건의, 실제 설립운영주체 및 대상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셋째, 글로벌센터의 외국인 취업 지원기능 강화

- 서울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 인재의 유출을 막고 서울 

정착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제공

- 외국인 취업․인턴십 프로그램 개설: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

계하여 취업․인턴십 정보제공, 취업 전담인력 충원하여 취업 상담서

비스 제공   

추진과제 여건 세부 사업내용

서울 거주 외국인을 위한 
주거지원체계 구축 

평균주택임대료 32위
외국인 대상 공공임대주택 한시적 공급
외국인 장․단기 체류시설 확충

외국인 친화적 교육․의료 
지원 서비스 확대

인구대비 의사 수 26위
외국인학교 수 14위

외국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
서울시 내 외국인학교 추가설립 제안

글로벌센터의 외국인    
취업 지원기능 강화

외국인 취업․인턴십 프로그램 개설

표 3-10 글로벌 정주여건 지속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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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글로벌 기업·인재가 선호하는 스마트 도시환경 구축

◦ 서울시는 대기오염 수준이 높고(SO2농도․NO2농도 33위), 교통사고 

사망자수 27위 등 안전에 취약하며, 교통혼잡도 심한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인재가 선호하는 스마트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첫째, 스마

트 도시안전 대응체계 구축, 둘째, 대기환경 수준 선진화, 셋째, 스마

트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등의 추진방안을 실시   

◦ 첫째, 재난 및 사고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 도시안전 대응체계 구축

- 외국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해

재난, 사고 및 범죄에 대한 예방대응체계 구축

- 대형 재해재난 예방체계 구축: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및 현

장대응체계 현실화

- 교통사고 저감종합대책 추진: 교통사고 상습위험지역 안전시설물 

보강, 보행우선구역 지정, 차량속도제한

- 범죄없는 안전한 도시 구축: 외국인 거주밀집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 도입 

◦ 둘째, 대기오염물질 저감관리 및 대기환경 수준 선진화

- 외국인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도시환경요소의 하나로서 대기환경 수

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집중관리 실시

- 초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동북아 주요도시와 MOU 체결하

여 초미세먼지 공동대응 실질적 강화

- 지하철 공기질 개선: 객차 내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 승강장과 대합

실 실내공기질 주기적 측정검사

- 도심부 대기질 집중관리: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잦은 도심지역 보행

전용거리 확대, 도로 분진흡입 청소차 확충으로 도로변 먼지 저감

◦ 셋째,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 외국인의 이동편의성을 고려하여,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과 

다국어 교통정보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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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도시철도 교통체계 확충: 동북선, 신림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선, 목동선, 난곡선 경전철 사업추진으로 철도 중심의 대중

교통 체계 구축 

- 공항 이용편의성 강화: 창동 환승주차장 부지에 도심공항터미널을 

신설하고 수서발 KTX를 의정부까지 연장 시 창동역을 경유하도록 

하여 이용편의성 강화 

- 다국어 대중교통정보시스템 강화: 다국어 지하철노선도, 버스노선

도 및 도로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 제작

추진방안 여건 세부 사업내용

스마트 도시안전 
대응체계 구축

재해취약성 16위
교통사고 사망자 수 27위, 
살인자 수 24위, 

대형 재해재난 예방체계 구축
교통사고 저감종합대책 추진
범죄없는 안전한 도시 구축

대기환경 수준 선진화
SPM농도 31위, 
SO2․NO2농도 33위.

초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지하철 공기질 개선
도심부 대기질 집중관리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도심-국제공항 접근시간 33위
스마트 도시철도 교통체계 확충
도심공항터미널 신설
다국어 대중교통정보시스템 강화

표 3-11 글로벌 기업·인재가 선호하는 스마트 도시환경 구축

③ 도시의 문화·창조 활력 제고

◦ 서울의 재미있는 창조문화도시 이미지 확립을 위해 문화인프라 및 

컨텐츠 강화를 통한 문화적 활력 제고

- 서울은 선진도시에 비해 문화인프라가 부족하며(극장콘서트홀수 28위) 

문화역사전통 접촉기회(31위)와 예술창작환경(34위) 수준도 열악 

◦ 도시의 문화·창조 활력 제고를 위해, 첫째, 글로벌 수준의 창조문화인

프라 공급 , 둘째, 역사․문화․전통유산 활용형 관광프로그램 확대, 셋째, 외

국인 예술창작활동 지원 강화 등 추진

◦ 첫째, 글로벌 수준의 창조문화인프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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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극장․콘서트홀․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5대 창조문화인프라 조성 추진

- 5대 문화공연시설 확충: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네마테크, 대중음악전문공연장, 콘서트홀, 국악예술당,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추진

◦ 둘째, 역사․문화․전통유산 활용형 관광프로그램 확대   

-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역사․문화․전통 체감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 

보유한 문화․역사․전통 유산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확대 

- 전통사찰 활용한 템플스테이 관광 활성화: 불교의례의식, 발우공양, 다

도, 명상 등 체험프로그램 구성 다양화, 전통사찰 투어프로그램 도입  

- 서울스타일 도보관광 앱: 예술, 건축, 역사, 한류, 전통시장 등 주제

별 다양한 서울스타일 도보관광추천코스 애플리케이션 제작․홍보

◦ 셋째, 창조도시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외국인 예술창작활동 지원 강화

- 도시경쟁력 부문 가운데 특히 예술창작여건은 매우 열악해 도시의 문

화적 활력 제고를 저해하므로, 외국인 대상의 예술창작활동 집중 강화

- 지역예술가와 함께하는 예술창작프로그램 운영: 공공미술, 스트리트퍼포

먼스, 문예창작 등 다양한 예술창작프로그램을 지역커뮤니티 차원에서 운영

- 글로벌 직장인 동호회 활동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

전한 여가문화 형성을 위해 동호회 운영비 지원사업 시범실시

추진방안 여건 세부 사업내용

창조문화인프라 공급
극장콘서트홀 수 28위,
박물관 수 17위

5대 문화공연시설(서울시네마테크, 대중음악전문공연장, 
콘서트홀, 국악예술당, 서울공예박물관) 확충

역사․문화유산 활용형 
관광프로그램 확대

문화역사전통 접촉기회 
31위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
서울시내 도보관광 코스 발굴 확대  

외국인 예술창작활동 
지원 강화

예술창작환경 34위
지역예술가와 함께하는 예술창작 참여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직장인 동호회 활동프로그램 지원

표 3-12 도시의 문화·창조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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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도시외교 활성화 전략

◦ 서울시는 국제회의 개최건수, 해외방문객 수 부문에서 경쟁력이 있으나, 

편의시설·문화자원·국제기구 유치역량이 미흡함.

- 국제컨벤션 개최건수(5위), 해외방문객수(6위), 국제선 직항 취항도시 수

(9위) 등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으나,  

- 인프라 시설면적 세계평균 30%, 고급호텔 객실 수(11위), 호텔 수(16위) 

호텔객실(22위), 외식 만족도(26위) 부문에서는 경쟁력 보강이 필요

◦ 인프라 시설 개선과 도시 간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글로벌 교류 강화

◦ 이를 위하여 ① 서울시 MICE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 ② 도시 간 네

트워킹 형성 및 강화  등 추진과제 확립

- ① 국제교류 관련 기반시설 중 국제회의컨벤션 시설과 숙박시설 등은 

여전히 부족하고, 서비스의 질이 낮게 평가되므로, MICE 시설 구축 

및 서비스 질 개선 

- ② 국제기구·협회 유치, 기존 국제기구 신규가입을 통한 도시 간 네

트워킹 형성 및 강화(자세한 내용은 p.23 ‘Ⅲ. 2020 글로벌 리더십 

강화전략’ 참조)

① 국제적 수준의 MICE 인프라 확충

◦ 국제컨벤션 개최건수에 비해 부족한 MICE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MICE 선도도시 서울 실현    

◦ 이를 위해 첫째, 서울시 MICE 3대 권역 인프라 공급, 둘째, 중저가 숙박시

설의 보완 및 확충, 셋째, 숙식시설 서비스 질 개선 등의 추진방안을 고려

◦ 첫째, 서울시 MICE산업 재도약을 위한 3대 권역의 고급 인프라 공급 추진

- MICE산업 수요의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8년 MICE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위해 권역별 전시컨벤션 인프라 집중 공급 추진

․ MICE 성장률(2005~2012년): 세계성장률 15%, 아시아 성장률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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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서울역 북부 컨벤션센터를 조성하여, 

도심호텔의 MICE인프라·관광자원과 연계한 Seoul Central MICE 

District 브랜딩

- 동남권: 코엑스와 동남권 가용부지(한국전력, 한국감정원, 서울의료

원, 잠실운동장)를 연계하여 대형국제회의, 전시회, 체육, 문화의 MI

CE 복합단지화 실현

- 서남권: 마곡지구(최첨단 지식산업 R&D 연구단지)의 입주기업을 

위한 호텔, 회의장,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MICE 유치를 유도함. 

◦ 둘째, 외국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중저가 숙박시설의 보완 및 확충  

- 다양한 목적(국제회의 참석, 전시관람 등)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

국인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중저가 숙박시설을 정비하여 

활용도 제고   

- 우수 숙박시설 지정 활성화: 운영시설 및 서비스가 양호한 기존 여

관, 모텔의 우수 숙박시설 지정(굿스테이 서울)확대

- 중저가 호텔 조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기존의 여관, 모텔을 리모

델링하여 중저가 호텔 보급

◦ 셋째, 외국인의 숙식시설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의 질 개선

- 서울의 관광시설 이용서비스 만족도(외식만족도 26위)는 도시이미지 

및 재방문의사와 직결되므로, 교육·시스템 보완을 통해 외국관광객 

편의도모

- 친절서비스·외국어 교육 및 관리: 숙식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관리함 

- 외국어 정보 안내 매뉴얼 구축: 메뉴판·시설이용 등 안내사항이 다

양한 외국어로 번역된 매뉴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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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방향 여건 세부 추진 내용

MICE 3대 권역
집중 추진　 고급호텔 객실 수 11위, 

호텔 수 16위, 
호텔객실 22위

도심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역 북부 컨벤션센터 조성
동남권: 코엑스와 동남권 일대 MICE복합단지화
서남권: 마곡지구 MICE 환경조성

기존 숙박시설의 
보완 및 확충

우수 숙박시설 지정(굿스테이) 확대
리모델링을 통한 중저가 호텔 조성

서비스의 질 개선 외식만족도 26위
숙식시설 운영자 대상 친절서비스 및 외국어 교육
외국어 정보안내 매뉴얼 구축

표 3-13 국제적 수준의 MICE 인프라 확충

② 서울시 주도의 도시 간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활성화

◦ 서울시는 국제기구·협회 유치 및 국제지명도 부문에서 매우 취약

- 서울시 유치 국제기구 수는 10개(2013년 현재)에 불과하여, 사회과

학원지표를 기준으로 국제기구 지수 238위, 국제지명도시 지수 29위

에 불과 

◦ 도시 간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세부전략은 서울시 ‘2020 글로벌 리

더십 강화전략’과 같은 맥락이므로, 3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 

․ 자세한 내용은 p.23 ‘Ⅲ. 2020 글로벌 리더십 강화전략’ 참조

4)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추진체계 정립

◦ 현 도시경쟁력 지표관리를 위한 기조실 내 전담인력(1인)이 있으며, 

종합적 성격의 실행계획이 작성된 바 있으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접근에는 한계

- 현재 기조실 시정계획팀의 경쟁력 관련 업무는 도시경쟁력 지표 수집 

및 업데이트, 시정 관련 데이터 분석 및 평가기관에 정보 전달 등에 한정

- 2013년 「도시경쟁력 평가 대응과제 및 실행계획(안)」을 수립, 도시경쟁력 

향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기존 서울시 

사업을 중심으로 유사 경쟁력지표와 매칭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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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계획 성격의 실행계획이므로 각 사업에 관한 실질적인 모니터

링이나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고, 전담인력 1인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체계적인 경쟁력 지표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 성격의 실행계획이 

아닌 전략계획(strategic plan)으로 전환

- 현행 계획내용 가운데 전략적 효과가 크고, 관리 가능한 방안을 중심

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계획으로 전환

- 전략계획에는 민선 6기 맞춤형의 지표대응전략을 모색하되, 앞서 살

펴본 것과 같이 경제력 지표, 삶의 질 지표, 국제교류 지표 등 분야별로 

전략 수립

◦ 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기조실 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실국장이 

참여하는 ‘경쟁력강화합동회의’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현재 1인에 불과한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기존의 단순 지표관리를 

위한 업무에 더해 전략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관리, 추가적인 사업

발굴 등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수행 영역 확장 

- 전담인력을 강화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추진방안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국장이 참여하는 ‘경쟁력강화합동회의’를 운영

하여, 각 부서의 사업들이 도시경쟁력향상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 

◦ 효율적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경쟁력강화 전략 및 그 효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백서’를 발간

- 주기적 자체평가를 위해, 각 부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와 그에 따른 도시

경쟁력 평가지표 조정 결과를 작성하고, 이를 합동회의 시 보고 및 평가

- ‘글로벌도시경쟁력강화 백서’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수준, 서울시 

정책 및 사업의 경쟁력 강화 성과, 국내외 우수정책 사례 등을 담아 

1~2년 주기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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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추진체계 흐름도

5) 소결

◦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제, 삶의질, 국제교류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실행전략 및 방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경제력 분야: ‘서울형 창조경제 육성’을 전략으로, ① 서울형 창조산

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② 글로벌 창조인재 유치 및 양성, ③ 창조경

제를 견인하는 창업도시 조성(‘굿스타트업 서울’ 프로젝트) 등을 추진

- 삶의 질 분야: ‘글로벌 창조도시 조성’을 전략으로, ① 글로벌 정주여건 

지속 개선, ② 글로벌 기업․인재가 선호하는 스마트 도시환경 구축, ③ 

도시의 문화․창조활력 제고 등을 추진

- 국제교류 분야: ‘글로벌 도시외교 활성화’를 전략으로, ① 국제적 수

준의 MICE 인프라 확충, ② 도시 간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활성화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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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추진과제 추진방안 전략

경
제
력
지
표

서울형 창조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차세대 융복합기술 기반 구축
10대 서울형 창조산업 육성
창조경제 거점 조성

⇒ 

서울형 
창조
경제 
육성

글로벌 창조인재 유치·양성
창조인재 종합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창조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창업도시 조성

(‘굿스타트업 서울’ 프로젝트)

다차원적 창업지원시설 구축
맞춤형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삶
의
질
지
표

글로벌 정주여건 지속적 개선
외국인 대상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외국인 친화적 의료․교육 지원서비스 확대
외국인 취업․인턴십 지원 강화

⇒

글로벌 
창조
도시
조성

글로벌 기업·인재가 선호하는 
스마트 도시환경 구축

스마트 도시안전 대응체계 구축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대기환경 선진화 대책 마련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도시의 문화·창조활력 제고
창조형 문화인프라 구축
문화·역사 자원활용형·체험형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창조도시 견인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국
제
교
류
지
표

국제적 수준의 
MICE 인프라 확충

권역별 MICE 인프라 집중 공급
중저가 숙박시설의 보완 및 확충
외국인 대상 숙식시설 서비스 질 개선

⇒

글로벌 
도시
외교

활성화도시 간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활성화

서울의 위상제고와 글로벌 리더십 강화
(p.22 이하 참조)

표 3-14 도시경쟁력 분야별 핵심전략 및 주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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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리더십의 의의와 전략적 방향

2 글로벌 리더십 구축과 글로벌 의제 설정

3 ICLEI 회장(의장)도시로서 서울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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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20 글로벌 리더십 강화전략

1 글로벌 리더십의 의의와 전략적 방향

◦ 서울시가 글로벌 질서 구축 및 규범 확립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가 필수

◦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의 목표를 결정하고, 목표를 

실현해 가도록 여러 유인을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것

◦ 특히, 글로벌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도시 간 리더

십 창출은 도시경쟁력 향상의 중요한 의제

- 글로벌 리더십이란, 양자와 다자외교를 통해 연대를 형성하고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글로벌 질서 구축 및 규범 확립을 선도

하는 것으로 정의

◦ 다양한 리더십 이론에서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으

로 조직이 추구해야 할 비전 설정, 다르게 말해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공동의 의제를 설정하는 역량을 제시하고 있음(Yukl.1989)

◦ 이외에 ① 관계관리, ② 사업가적 역량, ③ 개인적 자질 측면도 글로

벌 리더십 역량의 주요 요소(Brake, 1997) 

- 관계관리: 커뮤니티 구축, 갈등관리, 다문화간 교류협력, 타 조직(국

가)로의 확산 등

- 사업적 감각: 분야에 대한 이해, 사업가적 기질, 전문가적 역량 등

- 개인적 역량: 책임성, 학습력, 성숙성, 민첩성 등

◦ 이 중에서 관계관리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인 네트워크 구축, 커뮤니

케이션 강화, 영향력의 확산 등을 글로벌 리더십 창출을 위해 중요하

게 고려 필요

◦ 종합하면, 도시정부의 글로벌 리더는 ① 선제적 글로벌 의제 설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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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② 도시 간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강화, ③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도시 간 소통 활성화), ④우수정책의 대외 확산 등을 통해 의제를 선

도하는 글로벌 이미지 구축이 중요

2 글로벌 리더십 구축과 글로벌 의제 설정

2 1 글로벌 트렌드와 글로벌 어젠다

◦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창출을 위한 우선적 조건은 도시들이 공동으

로 대응․해결해야 할 어젠다를 우선 제시하는데 있음.

◦ 다수 도시들이 공동대응해야 할 미래대응형의제를 검색하고 이 가

운데 일부 의제를 글로벌(리더십) 의제로 도출·제시 

- 글로벌 트렌드 분석, 미래예측에 관한 다수의 문헌들은 향후 기후변

화, 비즈니스 기술변화, 양극화 및 다문화, 안전성, 융복합기술 등 다

양한 거시적 트렌드를 제시하는 바, 이를 통해 글로벌 어젠다를 도출

- 문헌들을 중심으로 도출된 어젠다들을 정치․경제․사회․국제 분야로 

재분류

․ 정치 체제는 국가적 차원의 의제로 도시정부 차원의 본 과제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미래트랜드 분석을 통한 정책의제 도출>
○  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 미래예측보고서: 미래의 메가트랜드 분석을 통하여 고령화, 식량·물·에너지 

자원, 융합기술 등의 신기술 등 미래를 조명할 프레임워크를 제공
○  UN미래보고서: 경제, 비즈니스, 과학기술, 정치·사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깨끗한 수자원확보 등의 

15개 도전과제를 제시
○  기획재정부(2011):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를 통하여 포용성(양극화, 다

문화 등), 공정성(사회신뢰 등), 안전성(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사회범죄 등), 창의성(창의적 인재·기
술 등)의 4가지 분야의 대응을 강조

○  글로벌 트렌드분석: 급변하는 세계시장을 패러다임(저출산·고령화 등), 경제경영(IT산업 등), 정보통신
(디지털 노마드 시대 대응 등), 산업기술(재생에너지 및 재활용), 생명공학(융합기술 등) 등 5개 분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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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는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 가운데 도시 차원에서 관

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20대 글로벌 어젠다를 도출한 것

- 20개의 동 의제는 다양한 글로벌 의제 가운데 도시 차원의 공동대응

이나 협력적 문제해결이 요구되는 의제로 파악

◦ 이 글로벌 (도시)의제 가운데 글로벌 리더십 창출을 향한 전략적 의

의가 높은 이른바 ‘글로벌 전략의제’를 설정

- 전략적 의의는 의제에 내재된 공동대응성과 서울의 선도가능성을 

통해 식별

- 국제적 공동대응성: 보다 많은 도시들이 하나의 문제를 공동 대응함

으로써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제인지를 고려함

- 서울시 선도가능성: 서울시가 많은 정책 실행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성과를 낸 분야이거나, 시정가치와 일치하고 정책추진의 의지가 높

아 잠재적 선도성이 큰 의제를 고려함

◦ <그림 4-1>이 이를 도식화한 것으로, ‘초고령화사회 대응기반 구축’ 

등 우상단에 매핑된 의제들(5개)이 글로벌 전략의제에 해당

그림 4-1 글로벌 전략의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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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책의제 정책의제의 주요 내용

경제
분야

①미래기술 및 융복합기술의 육성
·융복합기술(IT, BT, NT, ET) 글로벌 도시 협력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육성

②FTA로 인한 교역상대 다양화 ·경제글로벌화·교역상대 확대에 따른 대응체계 확립

③공공 빅데이터의 정책 활용 ·빅데이터 분석·활용기술의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④친환경 녹색산업 육성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 등 녹색생태계 조성

⑤창조경제 육성 및 창조도시 조성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생태계 구축
·창조도시 네트워크

⑥공유경제의 도래
·정보화시대 지식·오픈소프트웨어의 공유를 통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⑦사회적경제의 확대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통한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지역경제 회복

사회
분야

⑧초고령화사회 대응기반 구축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

⑨다문화 및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융합
·지원체계 및 제도적 보호장치의 마련  
·다양한 문화의 교류

⑩디지털 노마드시대의 新안전
·사이버공간의 프라이버시권 
·사이버범죄 대응 가이드의 확립

⑪사회윤리 및 신뢰회복
·사회적 자본의 생성과 강화     ·SNS혁명과 정부개혁
·정부의 질 제고를 통한 신뢰회복

⑫도시재생 패러다임의 확산
·노후․쇠퇴한 도시의 새로운 정비방식 도입
·지역공동체와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⑬빈부격차의 완화 ·도시 내·도시 간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대응전략 구축

⑭사회적 안전망 확충
·사회적 위험 증가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
·재해·재난에 대한 글로벌 위기 대응체계

국제
분야

⑮ODA와 개발원조 ·ODA와 국제협력을 통한 저개발도시의 정책역량 강화

⑯국제적 조직범죄 대응 ·마약, 테러, 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체계

⑰도시정체성 정립 및 글로벌브랜딩 ·신한류에 따른 문화 네트워크 구축

⑱깨끗한 물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물자원 갈등해결 및 수자원확보 전략개발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⑲동북아 국제·경제질서 공동대응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분쟁 등 갈등 조정
·동북아 경제협력

⑳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공동대응전략 구축
·탄소배출 감축 전략 및 배출권 거래

표 4-1 20대 주요 글로벌 어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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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5대 글로벌 전략의제별 전략적 의의

1) 초고령화사회 대응기반 구축

◦ 국제적 공동대응성: 대부분의 도시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

회(20% 이상)로의 진입이 가속화될 것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전

략적 대응 필요

◦ 서울시 선도가능성: 

- 서울시는 WHO에서 인증하는 「고령친화도시」(전 세계 21개국 138개 

도시) 인증을 받아 우수성을 인정받음.

․ 고령사회(aged society):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14%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20% 이상일 때를 말함

․ WHO ‘고령친화도시’: 활기찬 노년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인

프라 및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여, 이를 충족한 도시는 고령친화도시로 인증하고 고령친화도시네

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현재 21개국 138개 도시 가입) 

- 또한 서울시는 고령자종합계획과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 맞춤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출산 관련 각종 지원 및 부담경감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

2) 창조경제 육성 및 창조도시 조성

◦ 국제적 공동대응성: UNDP, UNCTAD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 및 일자리 동력의 핵심분야로 부상해 있고, 유럽, 아시

아, 북미 등 다수 국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육성을 핵심정

책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서울시 선도가능성: 서울시는 디지털미디어(상암DMC), IT(구로 G

-밸리)를 중심으로 공공 주도의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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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최근 창조경제 거점 조성 전략을 적극 추진

3) 깨끗한 물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 국제적 공동대응성: 자원의 오남용과 무분별한 소비의 증가로 인한 

자원고갈은 인류의 생존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된 문제로, 자

원의 지역적 편재로 인한 공급과 분배의 불균형, 다양한 신재생 에너

지의 공동개발 등이 필요

◦ 서울시 선도가능성: 

- 「원전 하나 줄이기」정책과 관련하여 UN 공공행정상, C40-지멘스 

어워드 등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입증

- 고도정수처리시설, 공급(누수관리, 노후관망 정비 등), 운영관리(통

합정보시스템 등) 등의 전 분야에 풍부한 정책경험 보유

4) 사회적 안전망 확충 

◦ 국제적 공동대응성: 

- 급속한 도시화의 전개로 인해 개도국이나 저개발국가의 도시 기반

시설 및 각종 사고·도시범죄 등 도시의 위험도가 크게 고조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중국 스촨성 지진 재해 등의 대규모 재해·재난

으로 인해 도시정부간 공동대응체계 마련도 긴요한 과제

◦ 서울시 선도가능성: 서울시는 「싱글여성지원정책」(주거·안전·건

강·일자리·커뮤니티 등 5개 분야)으로 ‘13년 UN공공행정상을 수상

5) 기후변화 대응

◦ 국제적 공동대응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는 전지구적 지속가

능성이 걸린 중요한 과제로서 ICLEI 등 다수 국가와 국제환경기구

의 중점의제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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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선도가능성: ‘14년 UN기후 정상회의에서 서울시가 주도적

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세계도시 역할강화방안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성을 인정받고 있음.

◦ 상술한 5개 전략 의제 중 일부 의제들(①, ②)은 서울시가 가진 내재적 

역량을 활용하여 의제의 선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

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서울시정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 육성과 창조도시 조성’과 ‘초고령화

사회 대응기반 구축’은 잠재적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이미지 구축

◦ 다른 일부 의제들(③, ④, ⑤)은 의제간 상호연결성이 강한 녹색의제

(Green Agenda)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분산적인 의제선도(실현) 

전략보다는 통합적 방식의 의제선도 전략이 바람직

◦ 특히 ICLEI 의장도시(2015)로서 서울의 위상은 통합적 의제선도 전

략에서 중요한 계기이자 기회를 제공

- 현재 ICLEI의 지배적 의제로 자리매김된 기후변화 대응 의제는 현

재의 기반 위에 활동기반을 강화

- ICLEI가 채택한 의제(8가지)의 일부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미약한 

의제인 ‘사회안전망 확충’ 의제와 ‘깨끗한 물 확보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의제는 서울시의 선도화에 ICLEI의 신규 중점 의제화하는 글로

벌 리더십 전략 추진

◦ 상술한 의제별 추진여건 고려시, 단계적으로 ICLEI 기반의 3대 의제

를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나머지 2대 의제에 관한 전략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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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EI 회장도시로서 3대 의제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깨끗한 물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주제별 네트워크의 신설
네트워크 회원도시 대상 연구교류프로그램 실시
도시 간 협력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서울시 혁신정책 보급 및 확산

사회적 안전망 확충

도시안전을 타겟으로 하는 세계포럼 개최
안전도시를 타깃으로 하는 주제별 네트워크의 신설
‘ICLEI City Talk’의 정보교환플랫폼 기능 확대
수범사례 확산을 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용

기후변화 대응 기존의 활발한 활동 및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추진

서울시 역량을 활용하여 2대 의제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초고령화사회 대응기반 구축
‘초고령화사회대응을 위한 시장회의’(가칭) 결성
‘함께 준비하는 초고령화사회’(가칭) 온라인정보시스템 구축
저출산․고령화 관련 서울시 우수 정책 발굴 및 홍보

창조경제 육성 및 창조도시 조성
‘글로벌 창조경제 국제포럼’(가칭) 주기적 개최
‘동아시아 대도시 창조경제네트워크’(가칭) 결성
‘크리에인티브서울페스티벌(Creative Seoul Festival)’(가칭) 실시

표 4-2 의제별 글로벌 리더십 강화전략

3 ICLEI 회장(의장)도시로서 서울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3 1 전략추진의 기본여건

1) ICLEI 개요 및 현황 

◦ ICLEI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및 리

더 간  네트워크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대변자 역

할을 수행

- 지속가능발전 관련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지역차원의 실천

을 촉구하고 관련 정보 및 국제동향을 제공하여 지방정부의 지속가

능발전 정책역량을 강화 

◦ 2014년 현재 84개국 1,220여 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도시단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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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이사회를 통해 조직을 운영하며, 세계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9개 세계권역별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구조

- 권역별 집행위원회(9개): 각 권역의 회원을 대표하며, 정책기구 역할 

수행

- 직능별 지명대표(6인): 기후변화협약, 지속가능한 소비, 생물다양성, 

대도시·고속성장도시 네트워크

․ 서울시(장)는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WMCCC) 회장으로 기후변

화협약의 직능별 지명대표

- 또한 재생에너지, 생태교통 등 특정이슈를 중심으로 주제별 네트워크

(8개) 구성

<ICLEI의 주제별 네트워크>
○ ICLEI의 주제별 네트워크는 총 8개로 다음과 같음

 - 아시아 도시 기후변화 회복력 네트워크 (ACCCRN): 인도 등 아시아 4개국 10개 도시의 네트워크로,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도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방행동을 촉진

 - 생태도시 네트워크(EcoCities Network): Ecocity Builders 단체와 공동으로 조직, ICLEI 회원도시들은 

이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생태도시 관련 정보나 자원, 우수사례를 공유

 - 생태교통 연맹(EcoMobility Alliance):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을 위한 네트워크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전세계 차원의 생태교통 참여를 촉진

 -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도시 간 네트워크(Fast growing cities network): 2012년 ICLEI 세계총회에서 

출범, 의장도시는 임기 1년 동안 네트워크의 의제를 리드하여 논의

 - 녹색기후도시 네트워크 (Green Climate Cities): 보다 에너지 효율적이고, 저탄소 중심의,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탄소 중심의 빌딩,교통, 에너지 시스템 개선사업 추진

 - 로컬리뉴어블 네트워크(Local Renewables network): 재생에너지 정책 및 실행에 있어 선도도시와 시

작단계에 있는 도시정부 간에 기술 및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협력

 - Procura+: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의 실행, 촉진하고 우수사례를 세계 도시 및 전문가 간에 교류하고자 하는 

도시정부간 네트워크

 - 기후변화 세계시장협의회 (WMCCC): 급속히 변하는 기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05년 12월 설립된 세계 주요 도시 리더들의 모임

◦ 2012년 ICLEI 세계총회에서는 ‘Strategic Plan 2012-2018(Belo 

Horizonte Plan)’에서 8대의제를 선정하고 구체적 실천전략을 추진

- ICLEI가 고려하는 다양한 의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등이 지배적 의제로 자리잡아,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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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의제다각화 측면에서 제한적임

- 특히 물․에너지 자원관리 및 사회적 안전망 관련 의제는 전세계적으

로 중요한 의제로 부상했으나, 총회나 cop에서 회원도시들의 사례 

발표 수준에 국한

<ICLEI 8대의제> 
 - 지속가능한 도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녹색도시경제, 녹색사회기반시설, 기후 회복력, 잘 보전된 생

물다양성, 효율적인 자원이용, 저탄소 등을 특징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도시: 도시인구의 급증과 자원소비적인 생활로 인한 자원고갈에 대비하여 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하고 생산적인 자원시스템 구축
 - 생물다양성 도시: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도시를 위한 생태계 기반의 지역계획과 관리
 - 저탄소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온실가스 배출 감축
 - 재난과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 재난, 기후변화, 경제적 충격 등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응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
 - 녹색사회기반시설을 갖춘 도시: 도시의 생태효율성과 회복성, 저탄소 도시 실현을 위한 스마트 도시기반시

설 구축
 - 녹색도시경제가 실현되는 도시: 녹색구매와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형 산업을 지원
 -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실현되는 도시: 지역사회의 활력, 건강, 평화, 안전, 교육, 문화, 그리고 좋은 거버

넌스를 촉진

2) 3대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전략의 추진방향 

◦ 앞서 논의에 의거 지배적 의제인 ① 기후변화대응에 더해 ② 깨끗한 

물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③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의 신규 의

제를 선도하는 전략 추진

- 깨끗한 물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도시’ 및 ‘녹색사회기반시설을 갖춘 도시’ 의제 등에 분산되어 있는 

물과 에너지 관련 의제를 통합관리

- 사회적 안전망: 최근 ‘회복력 있는 도시(Resilient City)’의제로 표

현된 기존의 재해재난 중심의 안전 의제를 확대해, 도시안전(시설

물․교통사고․범죄) 등 다양한 사회안전 영역을 포괄하는 의제로 확대

◦ 이러한 신규의제 선도전략은 글로벌 위기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서울시가 국제적 리더십을 창출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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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깨끗한 물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의제 선도 전략 

◦ ‘깨끗한 물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의제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

된 문제이며, 개별 도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사회 

공동의 과제임

- 수자원 및 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국제기구(IWA, World Water 

Council, IEA, IRENA)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 중임

<수자원 및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 (수자원) 관련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국제물협회와 세계물위원회 등이 있음
 - 국제물협회(IWA): 환경 친화적인 물관리를 위해 1999년에 설립된 물 관련 전문가와 기관 및 기업을 연결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하수도 및 수자원 전문학회. 수자원 관련 전문지식, 기술, best practice 및 솔루션
을 회원에 제공하고 이를 위한 총회,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개최 

 -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WWC): 세계 수자원 관련 문제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부응
하기 위해 1996년에 설립된 단체로, 세계 최대 물 관련 행사인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을 매 
3년마다 개최

 ○ (에너지) 관련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국제에너지기구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 등이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 1974년에 OECD 회원국들이 세계 석유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공급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석유소비국이 결성한 국제기구로서 석유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에너지정
책 포럼, 에너지기술 연구협력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2011년 4월에 출범하였으며 
현재 총 15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국제기구. 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하여 전 세계
적 차원의 지식공유 및 상호협력을 지원

◦ 이러한 시급성이 큰 글로벌 의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아리수와 태양

광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문제해결 역량을 인정받고 있음

- 서울시는 <명품 아리수>로 국제물협회(IWA)로부터 ‘물산업 혁신상’

(’10년), <태양광 정책>으로 ‘C40-지멘스 어워즈’(’14년)를 수상

◦ 향후 이 의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도시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① 주제별 네트워크 신설, ② 네트워크 회원도시 대상 연구교류프로

그램 실시, ③ 도시 간 협력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서울시 혁신정책 

보급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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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ustainable Urban Water(SUW, 가칭)’ 네트워크 신설  

◦ 깨끗한 물 관리에 대한 선진정책의 보급을 통하여 전 세계 도시의 물 

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신설

- 깨끗한 물의 공급은 보건위생, 건강 및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으로 

인구증가 및 물수요 증가로 국제사회에서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

- 또한 도시정부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ICLEI가 보유하고 있는 담수관

리에 대한 연구경험과 모니터링 툴을 전달보급도 담당

◦ (구성)리소스커뮤니티(공여도시)와 모델커뮤니티(수원도시)를 구분

하여 대상별로 회원도시를 모집·배치

- 리소스커뮤니티는 상수도 분야에 선도적인 기술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가 주도하고 현재 상수도 관련 ODA사업을 수행하고 있

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모집

- 모델커뮤니티는 ICLEI 회원도시 중 깨끗한 물관리에 관심이 높은 

아프리카 등의 저개발 도시를 대상으로 모집

- 가입을 희망하는 도시들은 ICLEI 지역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

- 지역사무소는 신청도시의 역량을 고려하여 ① 리소스커뮤니티, ② 

모델커뮤니티, ③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3가지로 구분

․ 리소스 커뮤니티: 모델 커뮤니티를 위한 종합전략 제공 및 지원사업 추진

․ 모델 커뮤니티: 리소스커뮤니티로부터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재정지원 수원

․ 네트워크 커뮤니티: 재정적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관련 활동을 벤치

마킹하고 신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도시

◦ (운영방안)리소스커뮤니티와 모델커뮤니티 양자간의 ODA나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정책적․기술적 지원

- 각 도시가 지닌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담수관리 능력 향상하고  도

시 공무원의 담수관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연수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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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자원과 에너지 분야 주제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도시 간 국제

교류프로그램 운영

◦ 물과 에너지 분야의 주제별 네트워크인 ‘SUW’와 ‘LRN’를 활용하여 

우수 정책을 연수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ICLEI회원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 실시

- 저개발 도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자원과 에너지 관련 기술, 정책 

및 노하우를 학습하고 공여도시 및 수원도시에 대한 상호이해 촉진 

◦ (구성)수자원 분야는 신설되는 ‘Sustainable Urban Water’의 사

무국이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회원도시 간 교류 활성화

- SUW의 사무국은 대상도시 수요파악을 위한 사전협의, 수여도시 대

상 공무원 연수과정 다양화, 우수정책 홍보 매뉴얼과 연계한 교재 개

발, 우수현장 체계적 발굴․관리, 연수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세

부 프로그램 구축 등을 담당

- 에너지 분야는 기존의 ‘Local Renewables Network’ 활용

◦ (운영방안)회원도시 중 저개발도시(모델커뮤니티)의 공무원을 대상

으로 선진도시(리소스커뮤니티)로의 연수프로그램 구성

- 연수프로그램 주요 내용

․ 사례 연구(case study): 우수사례 도시의 여건, 문제해결 전략, 정책

수행 경험 등의 발표

․ 현장 방문(field trip): 우수사례 도시를 방문 및 답사, 관계자 미팅 

등을 통한 정책학습

․ 강연(lecturing): 국제 이슈 및 동향 등에 대하여 도시 차원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

․ 평가(feedback):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 이를 통해 정책 컨설팅과 기술이전 등을 통한 저개발도시 공무원들의 

정책역량 강화 및 선진도시의 민간기업 사업수주 확대 등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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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시 혁신정책 보급 및 확산을 위한 ODA사업 및 ‘LR Model 

Communities  Project’ 수행

◦ ODA사업의 확대를 통한「아리수 통합관리 시스템」의 성공적 해외

진출 및 서울시의 우수정책 확산 추진

- (목적)서울시의 선도적인 상수도 생산, 공급 및 운영관리 실행경험

을 ODA 사업형태로 저개발도시에 보급

․ ODA사업은 무상원조(기술협력 등)와 유상원조(공공 개발 프로그

램 및 사업에 대한 지원 등)로 구분되며, 원조의 형태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 예산지원 등 다양

- (사업대상)‘Sustainable Urban Water(가칭)’ 네트워크 내 모델커

뮤니티도시 및 기 추진 중에 있는 도시

- (운영방안)

․ ODA 사업절차에 따라, 발주계획, 타당성 심사, 입찰공고, 협상적격

자 선정, 협상 및 계약체결 후 사업착공

․ 공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사업자 선정

․ 서울시의 상수도 생산(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 공급(유수율 및 누

수관리, 노후관망 정비사업), 운영관리(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관

련 정책을 전수 

- (참여기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교류협력단), 민간기업

- (기대효과) 지역 도시와의 교류 거점 확보 서울시 상수도 선진 기술 

해외전파를 통한 서울의 국제적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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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 해외진출사업 현황>
○ (목적) 서울시는 우수한 상수도 기술 및 기술 역량의 대외적 확산․홍보 등을 위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사업내용) 서울시는 정수장 시설개량사업 타당성 조사, 수처리 기술 등의 컨설팅 사업(5건)과 더불어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사업(ODA)을 추진
  - ODA 사업: 페루 찬차마요시의 산라몬, 라메르세드, 피차나키 지역 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 상수도 관로정

비(관로개선, 관교체 시공, 산라몬 정수장 추가 건설), 취수장 보수사업(홍수로 인한 취수장 파손에 따라 
보수 추진) 등을 추진

  - 컨설팅 사업: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정수장 시설개량사업 타당성조사,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시 정수
장 시설개량 타당상 조사, 트리나트토바고 수도계량기 공급 공사감리, 브루나이 PMB 섬인프라 건설 컨설
팅 등의 지원사업 추진

◦ 서울시 태양광발전 관련 정책의 확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현 결성되

어 있는 ‘로컬리뉴어블 네트워크(Local Renewables Network)’

에 ‘리소스 커뮤니티’ 도시로 가입

- 태양광 발전 등 국제기구의 수상을 통해 우수성을 입증받은 정책의 

확산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ICLEI 주제별 네트워크인 ‘로컬리

뉴어블 네트워크’에 가입

- 서울시는 로컬리뉴어블 네트워크의 리소스 커뮤니티 회원 승인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통해 우수 정책을 모델 커뮤니티 도시에 전달보

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우수사업의 정리: 리소스 커뮤니티 도시가 되기 위해 서울시는 우수 

정책에 대한 구체적 사업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

․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마련의 다양한 방법(예: 서울시 대외협력기금 

활용, 중앙정부 지원금, 국제기구 기금(유럽사회기금 등), 국가별 지

원기금(독일의 GTZ기금, 영국의 GOF 기금 등), 민간기업 후원금 

등) 활용 및 제시 

◦ 2단계로 ‘로컬리뉴어블 네트워크’의 사업방식인 ‘LR Model Commu- 

nities Project’에 참여를 통해 모델커뮤니티 도시에 정책확산

- (설립목적)재생에너지 생산공급과 에너지 효율성 증진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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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산이 필요한 모델커뮤니티 도시

- (운영방식)리소스커뮤니티는 모델커뮤니티에 ODA방식의 공동프로

젝트(원조, 기술협력, 예산지원 등)를 통하여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수행

․ 리소스 커뮤니티: 모델 커뮤니티를 위한 종합전략 제공 및 지원사업 추

진을 하는 도시로써 현재 독일의 본, 프라이부르크, 이탈리아 밀라노 

등 5개 도시가입

․ 모델 커뮤니티: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을 받는 도시로 

인도, 브라질 등의 도시 가입

․ 네트워크 커뮤니티: 재정적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관련 활동을 벤치

마킹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

- 리소스커뮤니티 도시의 선진 기술․정책의 보급 및 전문 기술 지원을 

위한 실천사업 추진

․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현황 기록

․ 도시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지역정책 개발

․ 전문기술 제공, 실질적 적용을 위한 행사, 학습 등을 위한 신재생에

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리소스센터 설립

- (재원)네트워크가 보유한 자체재원(GTZ 등), 추가 관련 국제기구의 

펀드(ESF 등), 민간 기부금을 활용

3 3 ‘글로벌 사회안전망 확충’의제 선도 전략

◦ 급속한 도시화의 전개로 인해 기존의 (자연)재해 뿐 아니라 노후시

설물안전·교통사고·도시범죄 등 재난과 관련한 도시의 위험도가 크

게 고조되어 재해·재난 공동대응체제 마련이 긴요

- 재해 및 재난과 관련하여 UNISDR, ACCCRN, 기후변화세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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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재난위험의 감소 및 기후변화 대응 프

로그램을 중심으로 활동

<World Mayors Council on Climate Change>
○(구성)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정부 리더들의 모임으로서, 2005년 12월에 설립
- 온실가스배출 저감 활동에 주력하는 지역정부의 현·전직 리더들이 80명이상
○(운영방식)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ICLEI와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
- Mayors Adaptation Forum이나 UNFCCC COPs 참여를 독려함
- 세계적인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다자간 노력활동 

◦ 상기 의제와 관련 서울시는 여성대상의 도시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전 분야의 정책선도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 실제 서울시는 <싱글여성지원정책>으로 ‘13년 [UN공공행정상]을 수

상하였고, 송파구와 강북구는 WHO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음

◦ 향후 이 의제를 토대로 글로벌 도시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① 도시안

전을 타겟으로 하는 세계포럼 개최, ② 안전도시를 타깃으로 하는 주

제별 네트워크의 신설, ③ ‘ICLEI City Talk’의 정보교환플랫폼 기

능 확대, ④ 수범사례 확산을 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용

① 도시 간 교류․소통을 위한 ‘Asian Safety Cities Forum(ASCF, 가칭)’ 

개최

◦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관 글로벌리더 교류·학습 플랫폼으

로서 정기적인 ‘Asian Safety Cities Forum(ASCF, 가칭)’ 개최

- (목적)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안전도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과 공동대응체계 마련의 기반 조성

- (구성)서울시 주도로 풍수재해가 집중되고 있는 동아시아국가의 도

시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범죄율이 높은 도시들로 확대

․ 서울시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사무국에 대한 행·재

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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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식)

․ 빠른 정착과 포럼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UN산하기구인 UNISDR, 

WHO안전도시네트워크, ICLEI ACCRN 등의 기존 국제기구와의 

공동개최도 적극 추진

․ 포럼의 주기적 개최를 통해 안전한 도시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재

해·시설물 안전·교통사고·도시범죄)와 대응체계에 대한 논의

․ 도시정부,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안전도시 지수’의 가이

드라인 설정 

- (재원조달)최초 네트워크 설립을 서울시가 주도하는 만큼 1회 국제

포럼 개최를 서울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Voluntary Community for Safe Cities(가칭)’의 실천사례를 소

개하여 지역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네트워크 운영기금 모금

◦ 포럼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국제적인 인식공유를 도모하고, 국

제공조체계 합의 도출과 공동 대응체계 및 연구 논의를 통해 향후 네

트워크 설립의 기반을 확보

<UN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UNISDR)>
○(목적) 재해감소를 위한 협력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대규모 재해에 대한 국가간 국제협력과 공동대응을 위

해 UN산하 기구로 발족
○(구성) 인천, 뉴욕, 고베 등 대륙별 8개의 지역사무소를 운영
○(운영방식)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태풍, 황사, 지진, 가뭄 등 대규모 재해에 대한 공동연구, 정보교환, 국가 

대표자 회의 등 재해 예방 및 저감 활동 추진
 - 인천 아시아 본부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태풍, 황사, 지진, 가뭄 등 재해 공동예측 및 대응, 

국가 방재기술 협력관계 구축, 취약요소 경감을 위한 예보·관측 기술 공유 등 다양한 활동 추진 
○(재원) World Bank에서 필수재원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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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국제안전도시 >
○(정의) 안전도시(Safe Community)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

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
○(승인조건) 안전도시 네트워크로서, 재난청, 의료기관, 경찰, 개인, 시민단체, 안전전무가, 보건소, 구청, 교

육청이 역량을 결집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지역공동체에서 상호 협력하는 기반, 남성·여성, 모든 연령 및 환경, 상황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제시, 위험수준별 안전증진 목표 설정, 손상의 빈도·원인 규정 프로그램, 평가시스템, 국내외적 안전도시 
네트워크의 지속적 참여정도를 충족해야 함

 - 국제안전도시 승인 현황은 31개국, 292개 도시(2014년 4월 현재)이며, 서울시는 송파구, 강북구 2개의 
자치구가 승인되었음

② ‘Asian Safety Cities Network(ASCN, 가칭)’ 신설 

◦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Asian Safety Cities 

Network(ASCN, 가칭)’를 신설하여, 재해·재난 대응체제 확립 등 

실질적 협력사업 도출

- ICLEI의 주제별 네트워크의 하나인 ACCCRN은 재해부문에 한정

되어 있고, 민간재단 후원을 받고 있으므로, 다원화·복합화 되어가

는 도시안전문제를 겨낭한 공익차원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ACCCRN-Asian Cities Climate Change Resilience Network>  
○(목적) 빈곤하고 위험에 취약한 지역의 기후변화 회복을 위해 다양한 도시들을 분석하고, 위험평가·해결 

방법론 확립을 촉진하며, 이에 관련한 기금조성 및 행동을 실천함 
○(구성) 2008년 록펠러재단에 의해 설립된 네트워크
  -아시아 4개국(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10개 도시가 네트워크에 가입
○(운영방식) 도시의 기후변화 회복을 위한 파트너 간 상호 노력을 통해 계획·재정·협력 분야의 역량을 향상

시키고, 주요도시에 기후변화 회복 전략을 실행
- 기후변화 회복을 위한 실용지식을 공유하고, 다방면의 참여자를 통해 재정·정책·기술 부분 등의 지원을 

받음
○(재원)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의 재원을 통해 운영

- 포럼에서 공동합의 된 사안을 바탕으로 재난․재해 대응시스템 확립 

및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수행

◦ (구성)기존 ACCCRN의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ICLEI 아시아 

회원도시들을 대상으로 주제별 네트워크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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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LEI 회원도시 중 사회적안전에 취약한 도시들과 안전도시의 선신

적 정책을 시행중인 도시들을 타깃으로 함

․ 우선적으로 풍수해 피해 집중 도시와 범죄율이 높은 도시들을 회원

도시로 가입시키고, 점진적으로 확대

- 아시아 도시의 재해재난 대응 및 해결을 위한 상호 지원을 위해 인천

에 설립되어 있는 UNISDR의 동북아시아 사무소와 연계하여 가입

회원을 확보

- 사무국은 ICLEI동아시아본부가 설치된 서울시에 우선 설치하고, 서

울시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사무국운영에 대해 행·

재정적 지원

- 하위조직으로 도시안전지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Research center 

for safety(가칭)’설치를 고려

◦ (사업내용)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안전지수 개발과 피해복구를 

위한 봉사활통 커뮤니티 구성

- 포럼에 참가하는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동

프레임워크를 개발 및 도시안전지수 개발·대응시스템·법제 구축

- 피해도시 복구를 위한 국제자원봉사단체 ‘Global Volunteer for 

Safety Cities(가칭)’를 신설하여 봉사 프로그램 및 캠페인 구성

․ 재해재난 발생 피해규모 및 시급성과 인력부족상황을 고려하여 대

상지 선정

․ 파견 봉사단을 위해 재정지원(파견교통비, 생활비, 사업 활동비 등)

과 생활서비스(의료, 활동물품 민 숙식시설 등)제공

․ 국제기구 및 구호단체의 기부금과 기업후원 등을 통해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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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CLEI City Talk’의 실질적인 지식교류 및 실시간 정보접근성 강화

◦ 현행 ‘ICLEI City Talk’의 단순 정보전달 플랫폼을 혁신화하여, 다

자간 상호의견 교환과 일상 속 재해재난의 인지·판단·행동이 가능

하도록 개방·확장

- 2014년 ICLEI City Talk이 다목적 소통플랫폼으로 개설되었으나, 

현재 도시정책사례, 이슈 및 기사 소개에 제한적 역할을 수행

- 재해재난은 신속·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사건사고의 실시간 

정보전달과 공유가 긴요하므로, 사건사고에 실시간으로 손쉽게 접

근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정보교환플랫폼이 필요

- (목적)온라인 정보교환플랫폼을 신설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 

사업에 대한 상호 활발한 정보교환 도모

- (운영방식)

․ 기존의 블로그에 추가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특화된 'Telling & 

Checking for safety'(가칭)를 개설하여, 정책공유 및 다양한 의견을 

수용

․ 재해재난 도시 및 해당도시의 대응방식(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실

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점에서부터 복구 완료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초로 활용

․ ICLEI City Talk의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앱을 개설하여, 정보확인

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위험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함

◦ 부차적으로 정보교환플랫폼의 개방·확장을 서울시가 주도함으로써 

회원도시에 전자정부 등의 글로벌 이미지 향상효과도 기대

․ 서울시는 기 운영중인 실시간 공개서비스(아리수) 및 정보교환 플랫폼

(천만상상오아시스)에서 우수성을 입증받아 선도적 역할을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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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진 재해․재난 대응체계 공유를 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도시정부의 대응성 강화를 위해 ‘Asian Safety Cities Network’에 

가입된 도시들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목적)재해재난 피해 복구와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 재난․재해 

대응체계에 대한 벤치마킹 및 상호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장 필요

- (구성)

․ ‘Asian Safety Cities Forum(가칭)’: 우수 안전도시 및 피해 극복의 

수범사례 선정

․ ‘Asian Safety Cities Network(가칭)’의 사무국: 포럼에서 선정된 

도시와 협의를 통하여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학습프로그램 

계획 구상

- (사업내용)

․ 우수정책 소개 및 수범사례로 선정된 사업현장 견학

․ 해당 도시의 공무원 및 정책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한 정책 컨설팅 및 

협력방안 논의

․ 도시정부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초청연수 

프로그램과 연계

․ 현장학습을 통해 방문도시와 수범사례 지역과 자매결연 추진지원



78 글로벌경쟁력 강화 위한 서울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그림 4-2 현장학습프로그램 추진체계 예시

◦ 현장학습을 활용하여 참가도시는 수범도시의 정책적 경험을 공유하

고, 수범도시는 우수정책 확산에 따른 글로벌 이미지 제고와 민간기

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

3 4 서울시의 역량을 활용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

1) ‘초고령화사회 대응기반 구축’의제 선도 전략 

◦ 선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른 도시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

- 국가 단위에서 2002년 UN의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

획’(MIPAA) 채택과 함께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UN에서 2002년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를 채택,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5년 단위로 각 

국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함

- 도시차원에서는 WHO의 ‘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는 존재하나 단순

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른 인증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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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의 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의 경우, 고령자가 살기좋은 도시환

경 구축에 한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에 달

성한 도시만 가입이 가능

◦ 서울시도 고령화사회로 급속하게 이행함에 따라 ‘초고령화 대응기

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것이 의제를 선도

해 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0년 ‘고령

사회 마스터플랜’ 수립하여 시행 중

- ‘서울시민 복지기준’으로 UN공공행정상 수상 및 해외(싱가폴) 언론

에 ‘어르신 돌봄정책’이 우수 사례로 소개됨

◦ 향후 이 의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도시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① ‘초고

령화사회대응을 위한 시장회의’(가칭) 결성, ② ‘Talking od Agin

g’(가칭) 온라인정보시스템 구축, ③ 저출산․고령화 관련 서울시 우

수정책 발굴 및 홍보

① ‘초고령화사회대응을 위한 시장회의(Mayors for Post-aged Society, 

가칭)’ 결성

◦ 도시 차원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

체계로서 ‘초고령화사회대응을 위한 시장회의’(가칭)를 결성

- 저출산․고령화 등 초고령화사회의 문제들은 도시의 복지수요 변화, 

재정부담 가중, 개발수요의 정체, 도시인프라의 불편요소 증대 등 

도시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공감하고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

◦ (구성)한국노년학회 및 세계노년학․노년의학학회(IAGG)의 컨퍼런

스에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Mayors for Post-aged 

Society(MPAS,가칭)’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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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고령친화산업, 출산장려지원 등 초고령화사회에 대한 

도시차원의 정책적 대응 논의를 활성화하고, 전세계 도시의 관심 촉

구 및 인식 개선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국제기구 설립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메트로폴리스 회원도시 중 주

요 도시들과의 협의도 적극 추진 

- 추후 2022년 UN 제3차세계고령화총회에서 논의될 IAGG의 고령

친화도시 관련 국제기구 설치 추진과정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주요사업)MPAS(가칭)는 정책 논의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주기적 시장회

의 개최를 통해 고령친화도 평가시스템 개발 및 도시 간 협력사업 추진

- 국제도시 간 고령친화도 평가시스템 구축: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개발

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및 인프라 설계에 기초자료로 활용

-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도시 간 정책공조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초고령화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교류 활성화 지원

- 이외 안정된 초고령화사회 조성을 위한 도시 간 경제협력사업 추진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회의에 가입하는 회원도시의 회비 및 후

원금을 기본재원으로 하고, 국제기구 기금 및 기부금을 통해 재원 마련

- UN인구기금(UNFPA)와 같은 국제기구 기금과 민간 사회복지 재단

이나 기업 등의 기부금, 중앙정부 후원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국제기구 창설을 주도함으로써 의제에 관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을 높이고, 네트워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선도성 확립

․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는 세계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국제적 역할 수행의 필요성에 따라 서울이 주도하여 창립, 69개 도

시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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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GO: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 서울시 주도로 창립한 첫 국제기구인 WeGO는 세계도시 간 전자정부 교류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 9월 설립
- 서울시는‘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4회 연속 1위를 수상한 바 있으

며, 2008년 ‘세계도시 전자정부 시장 포럼’을 개최
- 이 포럼에서 ‘서울 전자정부 선언’을 채택하면서 ‘세계전자정부협의체’ 발족에 합의
- 협의체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서울에 두기로 하고 세부 규약 마련, 공동 협력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세계전자정부협의체’창립총회를 개최
  • 포럼과 총회 등을 개최시 UNDESA(유엔경제사회국), UNGC(유엔전자정부센터), UNPOG(유엔거버넌

스센터) 등의 국제기구들이 후원이 있었음 
- WeGO는 현재 47개국 72개 도시가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하였으며, 제2회 총회(2012년 바르셀로나)

까지 개최

글로벌 리더십 사례

<뉴욕 前시장 마이클 블룸버그가 주도한 2개의 국제네트워킹 설립 사례>
○ 2013년 마이클 블룸버그가 다양한 도시문제를 세계도시 리더들과 논의하고자 하는 국제회의체로서 ‘City 

Lab’ 설치
- 이 기구는 300명의 글로벌 도시리더(시장 25명, 기타 도시전문가, 학자 등)로 구성 
- 환경 및 지속가능성, 문화 투자, 빅데이터, 공공안전, 기술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
○ 2006년‘불법총기반대시장모임(MAIG)’ 설립
- 미국 내 15명의 시장들로 구성된 단체(MAIG, Mayors Against Illegal Guns)를 조직하여 강력한 총기규

제에 대해 협의하고 정책 추진
- 15명의 시장 연합에서 출발하여 미국 거의 모든 주의 전직, 현직 시장 1천여 명의 비정당 연합체로 발전시켜 

총기 규제 관련 관습법을 옹호

② 위키형 온라인 정보시스템 ‘Talking on Aging’(가칭) 개발․운영

◦ ‘Talking on Aging’(가칭)과 같은 교류․소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초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나 실시간 전문가의견이 효과적인 정책으로 도

입·운영될 수 있도록 위키(Wiki)형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 

‘Talking on Aging’(가칭) 플랫폼 구축

※ 유엔미래포럼 제롬 글렌 회장에 따르면, “미래사회의 의사소통은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ectual)’ 활용이 특징으로, 글로벌 통신

기술, 집단지성을 적용한 전세계적 인프라를 구축하면 적절한 때에 

더 나은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



82 글로벌경쟁력 강화 위한 서울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 (구성방안)‘초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시장회의’(가칭) 사무국 주도

로 구축 및 운영·관리

◦ 온라인 정보시스템 내에 아이디어톡(Idea Talk)과 전문가톡(Special 

Talk)을 운영하여 다차원의 소통체계를 구축

- 아이디어톡: 주로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떠오르는 정책아

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이에 대해 세계 도시 시장이나 전문가

들이 답변하는 방식의 쌍방향 소통 채널(*서울시 ‘천만상상오아시

스’와 유사)

- 전문가톡: 특정 주제에 대하여 전세계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토론

을 하거나, ‘리얼타임델파이’ 등을 통해 정책적 의사결정을 돕는 수

단으로 활용하는 채널

<리얼타임 델파이 기법((real-time delphi)>
○ 2006년 유엔미래포럼의 고문인 테드 고든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오랫동안 수행해야 하는 전통적인 델파

이기법을 짧은 시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화함
- 델파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선정된 참여자들에게 접속코드가 부여된 초청장이 온라인으

로 발송, ‘www.realtimedelphi.com’에 접속하여 델파이 연구에 참여
- 델파이 수행의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평균응답률, 참고문헌 연결, 서술적 반박 논증, 피드백 

등이 현장에서 바로 가능

③ 저출산․고령화 관련 서울시 우수 정책 발굴 및 홍보

◦ 서울시가 추진해 온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들을 모아 초고령화사

회 관련 영문 시정백서(「양육하기 편하고 노후가 행복한 도시, 서울」

(가칭)) 발간

- 부양부담 완화, 노인일자리 등을 담은 ‘서울시민복지기준’ 정책이 2013년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고, 해외 언론에서 ‘어르신 복지정책’

을 우수사례로 소개하는 등 잠재적 선도성은 입증받고 있으나, 

- 실제 사업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초고령화사회 관련 정책사례 중 우

수한 정책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리나 성과 파악은 미흡한 상황임



Ⅳ  2020 글로벌 리더십 강화전략 83

◦ 따라서 서울시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단계별 실행방안 구축

- (1단계 수집·정리)「양육하기 편하고 노후가 행복한 도시, 서울」(가칭) 

발간

․ 市 실국별로 추진해온 저출산·고령화(노인문제)와 연관이 있는 정

책들을 중심으로 사업내용, 추진경과, 성과 등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묶어 발간

․ 전문가초청포럼 및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우수정책 발굴

- (2단계 홍보 및 확산)서울정책아카이브,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해

외 언론매체 등 다양한 형태로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 및 확산

․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정책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하여, ‘초고령

화사회 대응’ 부문을 개설하고 우수 정책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웹툰 

등을 활용하여 게시

․ ‘유네스코 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 등의 국제기구 회의, 관련 국제포

럼이나 행사 시, 참석한 도시정부나 연구기관, 전문가, 해외언론에 

홍보자료 배포

◦ 글로벌 사회에 서울의 우수 정책사례를 확산시켜 의제에 대한 선도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저개발도시에 대한 정책컨설팅 등 해외진출 모색 

2) ‘창조경제 육성 및 창조도시 조성’의제 선도 전략 

◦ 창조경제는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수의 

도시가 주목하는 의제로써, 도시 간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이 효과적

- 저성장, 고실업시대에 도시경제의 장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

운 동력으로서 영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홍콩, 싱가포르 등 전세계 

많은 도시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목하고 있음

- 이미 국가 차원에서 UNDP(국제연합개발계획)와 UNCTAD(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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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무역개발회의) 등이 창조경제를 주된 의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도시 차원에서는 문화예술 분야별 인증사업을 실시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존재

< 국제기구의 창조경제 관련 논의 >
○ UN 및 UN산하기구에서는 ’08년 이후 ‘Creative Economy Report’를 발간하면서 창조경제 관련 논의

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
- UNCTAD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수단 관점으로, UNDP는 전문인력의 창의성 개발의 관점으로, UNES

CO는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창조경제를 주요 의제로 다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 2004년 유네스코 제170차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유네스코의‘세계 문화다양성 협력망(Global Alliance 

for Cultural Diversity)’의 일환으로 시행된 사업(네트워크) 
- (목적)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전세계 문화산업의 창의적, 사회적, 경제적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함
- (구성)7개의 분야(문학, 영화, 음악,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예술, 요리 등)로 구분, 각각 도시의 선호도와 

능력에 따라 한가지 영역을 선택하여 가입신청 
– 현재 22개국 41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서울은 디자인분야에 ’10년 7월 가입 
- (운영방식)매년 가입도시를 순회하며 연례회의를 개최하며, ’14년에는 중국 청두, ’15년에는 일본 가나자

와에서 개최 예정이고, 서울은 ’11년에 연례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사무국은 파리에 위치하고 있음

◦ ‘창조경제 육성’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며, 상당한 

수준의 도시경쟁력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의제 선도가능성이 

높음

- 서울시는 창조경제를 주요 시정가치로 두고 ‘서울형 창조경제’ 정책

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상암DMC, 구로G밸리, 동대문 등을 중심

으로 공공 주도의 창조경제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바 있음

- 도시경쟁력 평가에서도 소프트웨어개발 및 디자인, 디지털경제 등

이 강점으로 나타남(p1, Ⅰ.서울시 도시경쟁력 현황 참조)

◦ 서울시가 창조경제 육성 의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도시사회를 선도

해 가기 위해서는 ① ‘글로벌 창조경제 국제포럼’(가칭) 주기적 개최, 

② ‘동아시아 대도시 창조경제네트워크’(가칭) 결성, ③ ’크리에이티브

서울페스티벌’(가칭) 실시 등의 전략적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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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글로벌 창조경제 국제포럼’(가칭) 주기적 개최

◦ 동아시아의 주요 도시정부 시장을 초청하고, 산․학․연 등 다양한 전문

가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글로벌 창조경제 국제포럼’(가칭) 개최

- 영국이나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아시아의 국가 뿐 아니라 도시정부들도 

점차 창조경제에 주목하고 있음

- 이에 아시아 도시정부 시장들과 창조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동

아시아 창조경제의 미래’에 관하여 토론하는 ‘동아시아 창조경제 국

제포럼’(가칭) 개최

◦ (목적)아시아 도시정부의 정책 공유 및 논의를 중심으로 교류․소통을 

활성화하여 아시아 도시의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

◦ (구성)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의 아시아 회원도시, 창조경제 우

수 기업,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포럼 진행

-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아시아 회원도시의 시장을 기본으로 구

글, 애플 등 창조경제 우수 기업과 우수 창조경제 정책 사례를 보유

한 도시관계자를 초청하여 포럼 진행

- 포럼의 방식은 ① 서울시가 주관방식(유네스코 등의 관련 국제기구

나 학회 등과 공동 주최하는 방안 포함)과

․ ② 서울시 후원방식((사)한국산업융합학회가 주최한 ‘창조경제생태계 조

성을 위한 융합공공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포럼에 서울시 후원)이 존재

◦ (운영방안)포럼의 주기적 개최를 통해 동아시아 창조경제 발전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

- 특정 사안에 대한 서울시와 해외 도시정부,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 추진

- 도시정부 간 공식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공유를 통해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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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창조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공식적인 네트워크 

결성의 기반을 마련하며, 서울시의 우수정책의 전달통로로도 활용

② ‘동아시아 대도시 창조경제네트워크’(가칭) 결성

◦ 동아시아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

하는 ‘동아시아 대도시 창조경제네트워크’(가칭)를 서울시 주도로 

결성

- 현재 운영중인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는 문화예술의 분야별 

우수 도시에 대한 인증사업을 중심으로 활동

- 따라서 기존의 활동영역에 더해 창조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

한 활동기반을 가진 국제적 협력 네트워킹 필요

◦ ‘동아시아 대도시 창조경제네트워크’(가칭)는, 동아시아 도시 간 창

조경제 육성에 관한 인식과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전략적 제휴와 협

력을 추진하는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창조경제 국제포럼’(가칭)를 기반으로 도시 간 정책공조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동아시아 도시정부 간 창조경제

네트워크를 결성

◦ (주요사업)회원도시들이 창조경제 활동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협력사업 수행

-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 창조경제 활동을 둘러싼 도시 간 교역의 촉진

․ 창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활성화 지원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시 간 정책공조체계 구축

․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관련 국제통계체계 구축

․ 아시아 주요 도시 대상 창조도시(경쟁력)평가 실시

․ 이외 창조경제 육성 및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간 경제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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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등

- 서울시는 SBA 등 서울의 창조경제를 다루는 산하기관에 임시 사무

국의 설치를 검토

◦ (재원)기본적으로 회원도시들의 회비와 민간의 기부를 통해 운영하

되, 설립기반 조성을 위한 초기 자금은 서울시 대외협력기금 등을 통

해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이를 통해 동아시아 도시의 창조경제에 대한 서울시의 글로벌 리더

십을 강화하고, 우수 정책사례들을 동아시아 저개발도시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 마련

③ ‘크리에이티브 서울 페스티벌(Creative Seoul Festival)’(가칭) 실시

◦ 서울의 창조경제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의 우수한 창조경제 수

준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서울 페스티벌’(가칭) 실시

-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구축된 창조경제클러스터를 활용하여, 각 클

러스터의 주요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국제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서울의 창조경제 브랜드 확립 및 이미지 확산을 추구

- 이를 위해 서울시의 기존 창조경제관련 각종 국제적 이벤트를 통합

하여 브랜드를 구축하되, 창조경제 클러스터(강남 일대, 상암 DMC, 

구로 G밸리, 도심 등)를 중심으로 분산 개최

- (추진방안)

․ 서울시가 개최하던 창조산업 관련 행사들을 동일한 기간에 서울 전역

(성공적 창조경제클러스터인 상암 DMC, 구로 G밸리, 동대문 DDP 

등)에서 페스티벌을 개최

․ SXSW 페스티벌과 같은 세계적 창조산업 페스티벌로 육성하여 축

제의 파급력을 높이고, 세계인의 관심 유도를 통해 서울의 창조경제 

브랜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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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SW(south by southwest) 페스티벌>
○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1987년부터 매년 3월에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페스티벌로, 음악․영화․게임 등 

각종 문화 콘텐츠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복합 창조산업 페스티벌
- 세계 각지에서 31만여 명(2013년 기준)이 참가하는 대규모 축제로,
- 1987년 이래 점점 규모가 커져 현재 오스틴 지역경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가수들이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한류문화를 전파한 바 있으며, 
- 2014년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등의 주도로 국내 유망 콘텐츠 분야 스타

트업 10개사가 참여하였고, 각국 창업계 인사를 초청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행사 ‘Geeks from Gangnam’
도 개최하였음

- ‘크리에이티브 서울 페스티벌’ 주요 내용

․ 대다수 축제가 개최되는 매년 9월 중 한 주를 정하여 서울전역에서 

창조경제와 관련한 축제들을 집적하여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상호간

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지역별․분야별 유사한 페스티벌의 개최기간 조정하여, 해당 기간에 

방문외국인들이 서울의 다채로운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권역별로 특정 테마를 가지고 날짜를 정하여 상암DMC와 신홍합

(신촌-홍대-합정지역) 밸리, 구로 G밸리, 강남 테헤란 밸리, 동대문 

DDP 등의 순서로 축제를 개최하도록 함

․ 각 클러스터의 특성에 따른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음악, 미술, 디지

털 미디어 아트, 연극 등 다양한 실내공연과 거리예술제, 각종 전시

회 등을 열어 외국인관광객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 전문가 및 창조산업 종사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워크숍, 심포지엄 등

의 학술행사와 문화콘텐츠 전문마켓(SPP)과 같은 비즈니스 박람회

도 함께 개최하여 창조산업에 대한 사업적 지원체계까지도 연계

◦ 글로벌 축제를 통하여 서울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의 

창조경제 클러스터 성공사례를 널리 알려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매년 10월 첫 주에 개최하는 ‘하이서울페스티벌’과 연계도 고려 

․ 창조경제 관련 기존 국제이벤트: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SICAF), e-star페스티벌, 서울 DMC 컬처오픈 등 8개 축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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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5대 글로벌 핵심 정책의제 추출 개요

◦ 글로벌 트렌드 분석, 미래예측에 관한 다수의 문헌을 참고하여 다양

한 의제를 추출하여 아래 표 1과 같은 글로벌 의제를 목록화함 

가족공동체 해체 남북한 통일과 사회변화 환경자원 관리

가치 및 문화 다양성 네트워크 개방 에너지자립

갈등관리 노동환경의 변화 연구윤리

개방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 녹색경제와 녹색성장 외교전략

거버넌스 농어촌 발전 위험사회의 도래와 지속가능성

건강관리 다문화사회 윤리 및 도덕적 이슈

건강불평등 다중 격차사회의 도래와 양극화 이주 및 도시화

경제 신패러다임 대응 마이너리티 인적자원고도화: 창의인재 육성

고령화 및 저출산 문화사회 자발적 참여 및 규제

공교육 발전 모색 미래기술 및 융합기술 재해재난 방지

공유자원 관리 미래사회와 법/제도 정보기술변화

과학기술주의와 인간윤리 미래조직 정부간 협력

교육 형평성 보육 정치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교육방법 및 혁신 교육 복지 선진화 중소기업-대기업 상생발전

교육환경의 변화 사회적 갈등과 통합 지방정부역량

국제관계 사회적 안전망 지속가능한 경영

글로벌화(Globalization) 사회적 유동성 지식기반사회

글로벌화와 기업경영 삶의질/여가 지역격차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소비환경의 변화와 미래시장 지역공동체

금융환경의 변화 소통사회 컨버전스

기후변화 식량 안보 통섭․융합 연구

남북관계 실업 및 일자리 창출 한국의 정체성

… … …      (66개 이상)

표 1 글로벌 정책의제 추출 목록(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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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의제를 추출하기 위하여 활용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 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 미래예측보고서

․ UN미래보고서

․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기획재정부, 

2011)

․ 글로벌 트렌드분석(Trends지) 등

◦ 이 중 최근 이슈가 되는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글로벌 의제를 추출하여 분야별로 구분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삶의 질)분야 국제분야

거버넌스 기업 간 상생발전 인구고령화(인구구조변화) 기후변화

정치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실버의료산업 여가 및 삶의 질 동북아 국제질서

남북한 통일과 사회변화 광역경제권(체제) 사회적 갈등관리 및 양극화 다국적(글로벌)기업

민주주의 및 정치제도
노동시장변화 및 이주노
동자

이주 및 도시화 에너지 및 (식량)자원

정부의 질 미래기술 및 융복합기술 사회윤리 도시인프라 해외진출

사이버공간 과잉정치화 관광문화(MICE)산업 다문화사회 개발원조(ODA)

미래조직 사회적 경제
정부의 질과 사회적 자본
(신뢰)

도시정체성 및 브랜딩

국가경쟁력
지속가능성장(녹색, 환경
산업)

지역과 마을공동체 FTA와 교역상대국 변화

창조경제 사회안전망 다극체제

표 2 분야별 글로벌 의제 추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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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4개 분야 가운데, 도시정부 차원에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

제로서 정치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중심으로 20개 의제를 글

로벌 정책의제로 최종 선택

경제분야 사회(삶의 질)분야 국제분야

①미래기술 및 융복합기술 육성 ⑧초고령화사회 대응기반 구축 ⑮ODA와 개발원조

②FTA로 인한 교역상대 다양화 ⑨다문화 및 이주노동자 사회통합 ⑯국제적 조직범죄 대응

③공공 빅데이터의 정책 활용 ⑩디지털 노마드시대의 新안전 ⑰도시정체성 정립 및 글로벌브랜딩

④친환경 녹색산업 육성 ⑪사회윤리 및 신뢰회복 ⑱깨끗한 물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⑤창조경제 육성 및 창조도시 조성 ⑫도시재생 패러다임의 확산 ⑲동북아 국제·경제질서 공동대응

⑥공유경제의 도래 ⑬빈부격차의 완화 ⑳기후변화 대응

⑦사회적경제의 확대 ⑭사회적 안전망 확충

표 3 서울시가 고려해야 할 20개 글로벌 정책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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